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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쟁선(禪) 혹은 선(禪)으로서의 화쟁 »
전성기(고려대)

1. 머리말
2. 원효의 선禪철학
3. 원효선禪의 이해와 실천
4. 양심철학과 양심선禪
5. 화쟁과 화쟁선禪
6. 맺음말

1. 머리말

원효(617-686)는, 이기영(1995:449)에 의하면, ‘우리 민족이 낳은 가장 위대한 사상가인 동
시에 학자요 도인(道人)’이다. 이기영(1988:140)은 ‘원효는 오늘날 그 종교적 신앙이 무엇이든, 
그 사상적 호적이 어디 있건, 모든 한국 지성인의 스승됨에 異論을 품을 수 없는 존재’라고 
확언한다. 이러한 원효에 대한 연구는 그 양과 질에서 그간 괄목할만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아직도 원효의 진면목이 충분히 알려졌다고 보긴 여전히 어렵다.1) 장성재(2014)는 ‘국내외적
으로 최고의 사상가로 인정받으면서도, 원효만큼 모순적인 삶을 보여준 인물은 찾아보기 힘들
다’고 말한다. ‘천오백 년이 지난 지금에도 원효의 삶에 녹아있는 그의 본모습을 이해하기는 
무척이나 어렵다’는 것이다. ‘의천과 일연이 자신의 시대에서 원효를 거듭 새롭게 발견했듯이, 
현대를 사는 우리들 또한 원효의 앎과 삶이 추구했던 의미를 이 시대에 적용시켜 읽어낼 필요
가 있다’고 하는 그의 주장에 우리는 십분 공감한다. 다양한 작업이 필요하겠지만, 원효의 화
쟁(和諍)을 그의 대승기신론소, 특히 금강삼매경론에서 두드러졌던 원효선(禪)의 시각으로 
새롭게 읽어내는 작업도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이다. 이러한 독법에 원효선(禪) 탐구의 선구자인 
박태원의 여러 글들이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원효의 사상과 삶을 일심ㆍ화회(화쟁)ㆍ무애의 세 축으로 이해한 고영섭(2002:508)을 대표
적인 예로 언급하며, 안옥선(2002:112)은 ‘원효의 사상과 삶을 대변할 수 있는 주요 개념을 
일심ㆍ화쟁ㆍ무애로 보는 데 의견을 달리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언명한다. 고영섭(2005:42)
에게 ‘원효의 화쟁(和諍)은 바로 일심(一心)의 구체적 표현이며 실현방식’이고, ‘무애(無碍)는 
일심과 화쟁의 실천적 모습’이다. 안옥선(2002:113)도 ‘일심은 원효사상의 총체로서 화쟁과 무
애를 가능케 하는 기초개념’으로, ‘화쟁은 일심을 드러내는 학적 방법론이자 일심의 실천행으
로서 무애의 한 표현’으로, ‘무애는 일심에 근거한 화쟁의 구체적 실천’으로 이해한다. 그에게 
‘화쟁은 철학적 방법론이나 논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일심과 무애의 실천’이다. 
화쟁은 ‘철학적 방법론 내지는 논법이면서도 삶의 자세로서 하나의 윤리적 행위’이다. 화쟁선
(禪)은 화쟁을 이러한 원형에 가깝게 구현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일심-화쟁-무애의 세 축은, 
김원명(2008a:19)이 ‘원효철학’의 ‘제일의 화두’라고 하는, ‘귀일심원 요익중생’과 불가분의 관
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화두’는, 이기영(1988:145)에 의하면, 원효가 ‘그의 모든 저서’
에서 ‘인간의 삶의 목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메이에르(Michel Meyer)의 ‘제문
론’(problematology) 식으로 말하면, ‘인간의 삶의 목적’이란 물음에 대한 원효의 ‘응답적 답’

1) 고영섭(2007:160): “최근에는 원효철학의 세계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국내 철학자들과의 비교와 서양
철학자들과의 비교를 통해 원효철학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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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2)

정진규ㆍ김원명(2017:225)은 원효를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의 글 전체가 철저하
게 화쟁의 방법과 논리로 서술되었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원효의 역사적 화쟁
이 일심ㆍ무애와 불가분하다고 여러 연구자들이 적시하는데, 우리 시대의 화쟁 관련 글들에서
는 그러한 관련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이 빈번히 목격된다. 이는 아마 원효의 본래의 
관점과, 의도적이건 아니건, 다소간 거리를 두고 화쟁을 현대적으로 이해한 결과일 것이다. 물
론 이는 나름대로 충분히 타당한 선택이다. 그렇지만 원의미에 근접하는 화쟁을 오늘에 실현
할 수 있다면 더 의미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원효 자신의 학문과 수행을 이끌었을 것으
로 짐작되는 ‘원효선(禪)’을 관련 연구들을 통해 가까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영호
(2000:301)는 ‘원효철학의 독특성을 더욱 분명하게 밝히는 작업’이 여전히 필요함을 주장한 
바 있는데, 화쟁의 현대적 실천을 위한 원효선(禪) 탐색은 그러한 작업의 하나가 될 것이다. 
우리의 관심은 원효선(禪)을 불교적 맥락에 국한시키지 않고, 현대 다중지능이론3)이 말하는, 
지성ㆍ감성과 불가분한 <영성>과 긴밀히 관련지어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에, ‘영성(지
능)’, ‘몰입사고’, ‘메타인지’4) 등이 중추적 역할을 하는, 양심철학의 양심선(禪)은 소중한 길잡
이 역할을 한다. 원효의 화쟁은 ‘선禪적 전회’를 통해 ‘화쟁선(禪)’으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
이 바람직해보인다. 

2. 원효의 선禪철학

김원명(2014:26)은 단군신화에 나타나는 ‘홍익인간’(弘益人間) 이념이 원효의 기신론(起信
論) 주석에 보이는 ‘홍익중생’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원효철학’을 ‘대승불교적 전통 속’에서 
홍익인간의 지혜 전통을 실현하는 ‘고대 한국철학적 지혜’로 받아들인다.5) 정영근(2012:153)은 
불연 이기영이 ‘원효의 사상을 풀이하고 해설’하면서, ‘그 핵심을 한 마디로 요약하여 <귀일심
원 요익중생>(歸一心源 饒益衆生)으로 간추’렸는데, ‘불연의 이러한 통찰은 원효의 모든 경론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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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치와 방법을 전개시
킨 것이라고 이해’했다고 한다. ‘불연이 원효의 사상을 전체적으로 통관하는 입장으로부터 개
별 경론들을 풀이해 나가는 방식을 택한 것’은, 한편으로는 ‘독자가 각 경론들의 개별적인 문
자와 형식에 휩쓸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는 근본적인 취지와 의미의 방향을 놓치지 않
도록 하는 배려’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귀일심원 요익중생>을 ‘가장 가치있는 사상
이라고 보는 시각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저자는 파악한다. 정영근(2012:159)은 이러한 견
해에 공감하며, ‘귀일심원 요익중생’의 ‘현대적 의미’를 ‘철학적 자각을 통해 깨달은 중생으로 
질적 전환을 하는 것이 바로 귀일심원이요, 깨달은 중생으로서의 새로운 삶 즉 보살의 삶을 

2) 메이에르(2012:85-6)에 의하면, ‘문-답’ 구분은 ‘언어에 선행하며, 언어에 내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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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ㆍ마셜(2001) 참고.
4) 체험이 없는데 안다고 생각하거나, 체험은 있는데 개념적으로 정리가 안 된 것은 메타인지가 밝지 못

해서이다. 자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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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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는 것이 요익중생’이라고 풀이한다.
이러한 ‘귀일심원 요익중생’은 원효선(禪) 이해의 핵심 축의 하나이다. 이기영(1991:427-28)

에 의하면, ‘금강삼매경은 대승기신론의 심리학을 토대로 구축된 진리체험의 이론이며 禪
의 철학서’이고, ‘禪을 통해서 귀일심원 요익중생하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는 이치와 방법을 
각명히 전개시켜 간 것이 금강삼매경론’이다. 저자는 ‘원효사상의 핵심은 금강삼매경론에 있
다’고 판단한다. 그는 ‘不立文字 直指人心 見性成佛이 禪의 이념으로 표방되면서 禪宗이 보인 
잘못된 경향’으로 ‘현실도피 현실부정적 경향’을 지적한다. ‘예외가 있고 정도의 차이가 있다
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禪은 대체로 은둔적, 냉소적 태도로 현실세상을 대해 왔음을 부정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달리, ‘금강삼매경론의 禪은 현실생활을 무시하지 않
는다’고 그는 강조한다. ‘원효의 생활 자체가 이 금강삼매경론의 사상과 정신의 구체화된 표
현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박태원(2011:275)에게도 ‘원효의 禪사상’은 ‘철저히 自
利利他의 보살 사상’이다. 그는 ‘이러한 禪사상’을 ‘대승불교의 정신을 강하게 의식하여 계승
하는 것’이라 보아 ‘大乘禪’이라 부른다. 이종철(2002) 또한 ‘원효의 선학은 自利와 利他의 원
만을 지향하고 있으며, 그것의 완성태는 바로 一乘이었다’고 서술한다(33). 저자에게, ‘참된 선
의 완성은 곧 禪바라밀의 완성이며 그것은 동시에 육바라밀의 완성이기도 하다’. 이러한 ‘보살
도의 완성을 원효는 <一乘>이라 불렀다’는 것이다(31). 박태원(2012)에 의하면, ‘신라 말기 이
후 지금까지 한국인들의 선사상을 지배해 온 것은 선종(禪宗)의 선사상’인데(35), ‘원효의 선사
상은, 남방 상좌부 전통이나 북방 조사선 내지 간화선 전통 모두에서 비껴난 지점에 서 있
다’(38). 이러한 ‘원효의 선사상’에 대해 서영애(2007:848)는 ‘중국 禪宗이 한반도에 전래하기 
전에 체계화된 大乘禪으로서 가치가 있으며, 또 한국 禪宗의 성립 이전의 배경 사상으로서 고
유 토양의 역할을 하였고 중국 祖師禪이 정착하기 전에 중간자적 역할과 과도기적 다리 역할
을 수행했다는 점에서도 선학사적 가치가 크다’고 높이 평가한다. 

박태원(2014a:12-3)은 ‘금강삼매경/금강삼매경론은 <禪의 철학>을 밝히는 동시에 <철
학의 禪>을 세우고 있다’고 천명한다. 그에게 두 저술은 ‘한반도에서 지어진 영성의 보물창고’
이다(45).6) 박태원(2014a:8)에 따르면, ‘금강삼매경론은 원효의 선 탐구와 수행 결실이 총괄
적으로 수렴된 선관(禪觀)을 담아내고’ 있는,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원효 선학(禪學)의 결산’
이다. 박태원(2014a:44-5)은, 원효가 ‘금강삼매경을, 대승불교 교학의 핵심 개념을 유기적으
로 연결시켜 삼매의 최고경지로 나아가는 선 수행 체계를 완결된 형태로 설’한 것으로 파악한
다. ‘대안이 그 내용을 편집했다고 하는 금강삼매경, 그리고 원효가 해석한 금강삼매경론
은, 삼매 성취의 선禪 수행과 그 의미를 대승불교의 교학적 핵심 개념들과 결합시킴으로써, 
선의 철학적 완결체계’로 제시한 것이다. 저자는 ‘삼매와 선 수행에 대한 이러한 시도는 그 이
전과 이후를 통틀어 불교사상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특이한 사례’로 평가한다. ‘사
례의 희소성 때문이 아니라 그 내용 때문에, 금강삼매경과 금강삼매경론이 시도하는 선의 
철학적 체계화는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효선(禪)’에 대해 불교학계에서 
아직은 별다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효의 선(禪)과 직결된 화쟁에 
대한 논의들도 눈에 띄지 않는다. 이제라도 화쟁의 올곧은 현대적 실천을 위해 ‘원효선’은, 오
늘의 언어로, 더 폭넓게 더 깊이 연구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연구는 수행이나 실천과도 
괴리가 없어야 한다. 원효선 연구는 그 실천을 원하는 이들에게 그 가능성을 잘 보여주어야 

6) 오형근(2013:37-8): “원효대사의 선사상은 인도의 대승선(大乘禪)을 처음으로 신라에 전파한 것을 말
하며, 그것이 한국 선사상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 원효대사가 밝혀놓은 선사상이야말로 참다운 
한국선이며, 생활 속에서 참선과 지혜를 성취할 수 있는 선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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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현재 상황은 그러한 기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박태원(2014a)은 ‘붓다에게는 入定의 禪과 出定의 사회적 관계가 단절이나 불화 없이 이어져 
있’으며, ‘선정에 관한 원효의 안목은 이러한 붓다의 선 지평에 접속하고 있다’고 관찰한다. 
그에게 ‘禪의 마음’과 세간사가 불화하는 ‘心事各異’ 상태는 ‘아직 온전한 선이 아니다’. ‘선의 
마음과 세간사’가 <둘 아닌 것>으로 상응하는 ‘心事不二’ 상태가 되어야 ‘비로소 온전한 선’이
다. 그에게 ‘眞禪’은 ‘선의 마음지평’과 ‘세간사 만나기’가 ‘분리되지 않게 노력하는 것’이다
(177-78). ‘둘 아니게 살아가려고 하는 선’(不二禪)이 ‘불교적 선 수행’이라는 것이다(178-79). 
저자는 이러한 ‘心事不二’의 능력을 성취하고 현실에서 구현하려면, ‘언어적 성찰의 힘이 필수
적’이라는 중요한 지적을 한다(179). ‘관점과 주장들의 그 다양하고 다층적인 맥락과 의미를 
소화해 내는 능력’이 바로 ‘언어적 성찰력’인데, 이러한 성찰력을 계발해야 함을 저자는 강조
한다. 그에게 ‘선 수행인에게 언어적 이해/지적 성찰은, 내쳐야 할 분별이기만 한 것이 아니
라, <선의 마음자리>와 <세상>이 균열 없이 만날 수 있는 기초’이기도 하다(186). 저자가 말
하는 ‘언어적 성찰력’은 화쟁에서 실로 소중한 능력으로서, 그가 ‘실체적 언어관의 극복’과 ‘방
편 언어의 이해’로 요약하는 ‘화쟁의 언어관’과도 불가분하지만,7) 무엇보다 원효철학과 원효선
의 기반인 ‘일심’과 긴밀하게 연관지어져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박태원(2011:76-7)이 ‘다툼의 
화해’는 ‘일심(一心)의 근원을 그 원천 및 상위 원리로 하는 동시에, 본각의 이익을 그 구체적 
동력원으로 삼는다’고 한 것은 화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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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데, ‘원효의 저술들을 
통해’ 우리는 ‘그의 수행에 대한 관점을 알 수 있고, 또한 수행의 실천을 짐작할 수 있다’며, 
원효가 ‘대승기신론소에서 正定聚에 들어가지 않은 不定聚인의 수행에 대해 상세히 언급’한 
예를 든다.8) 원효는 부정취인 중에서도 대부분의 ‘하근기 중생들’올 위한 수행으로 ‘四信心과 
五門’을 권했다고 한다. ‘믿음을 확고히 하기 위한 수행’인 ‘四信心’은 ‘⓵ 근본(진여법)을 믿
음, ⓶ 불(무량공덕을 지닌 자)을 믿음, ⓷ 법(큰 이익을 가진 법)을 믿음, ⓸ 승(자리이타의 
수행자)을 믿음’의 네 믿음이다.9) 이 ‘4신심’은 ‘참나’(일심, 진여)에 대한 믿음과 다르지 않다. 
이기영(2002a:401)도 ‘4신심’을 ‘<하나인 진여의 마음에 대한 신심>으로 종합해서 이해할 필
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강의숙(2004)은 ‘오행은 다섯 가지의 수행문을 가리킨다’고 말
한다. ‘첫째는 보시문이고 둘째는 계율문이며 셋째는 인욕문이고 넷째는 정진문이며 다섯째는 
지관문’이다. ‘지관문’은 ‘육바라밀 중에서 定과 慧를 합해서 닦는 것’이니, ‘오행을 닦는다는 
것은 대승의 육바라밀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239-40). 저자는 ‘지’와 ‘관’의 수행법이 따
로 있으나, ‘止觀雙運’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10) 그렇지 않으면,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다(242).11) 전체적으로 ‘四信心과 五門’은, 양심철학이 말하는, ‘참나각성’에 기반한 ‘6바

7) 박태원(2011:204-13) 참고.
8) ’正定聚人‘은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는 중생‘이고, ‘不定聚人’은 ‘부처가 될 가능성이 불투명한 중생’

이며, ‘詐定聚人’은 ‘부처가 될 가능성이 없는 중생’이다. 강의숙(2004:245)에 의하면, ‘부정취한 중생
들’은 ‘인과의 도리를 믿고 十信의 자리에 들어왔으나 아직 근성이 일정하지 못한’ 이들을 지칭한다.

9) 한자경(2013:351) 참고.
10) 김도공(2002:41)도 원효가 ‘지와 관의 두 수행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함은 새의 두 날개와 같고 

수례의 두 바퀴와 같다’며 ‘지관쌍운’의 필요성을 강조했음을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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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밀선(禪)’의 실천과 그 내용이 유사해 보인다. 하지만 ‘五門’의 ‘止’ 수행에서는 ‘고요한 곳’, 
‘단정한 자세’ 등이 요구되지만, 양심선(禪)에서는 그러한 제약이 전혀 없다. 또한 김도공
(2017:244)은 ‘기신론의 지관수행으로 일단 도달할 수 있는 수행상의 계위는 보살 52 수행
계위 상에서는 십주十住 단계까지’라고 하는데, 양심선에서는 그러한 제한도 없다. 윤홍식
(2018a:24)에 따르면, ‘6바라밀의 실천’은 ‘참나의 작용’이고, ‘참나의 각성’은 ‘6바라밀의 뿌
리’이다. 에고의 참나와의 ‘만남’은 신해행증(信解行證), 즉 ‘믿음ㆍ이해ㆍ닦음ㆍ깨침’의 과정이
다. 참나를 ‘믿고 이해하고 실천하여 증득’하는 것이다.12) 참나가 자명해져야 하는 것이다.

박태원(2014a:85)은 ‘금강삼매경을 매개로 삼아 금강삼매경론을 통해 밝히는 원효의 선 
수행법은 일미관행에 압축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에 의하면, ‘선禪의 사상과 체계 및 수행방
법론을 관통하는 일반 원리’인 ‘일미관행은 원효 선학禪學의 중추이며 선관禪觀의 핵심’이다. 
이병학(2017:107-08)에 따르면, ‘금강삼매경론은 실천수행을 위한 일관된 기제를 내포하고 
있’는데, ‘일미관행’과 ‘십중법문’이다.13) 저자는 ‘원효가 주목한 금강삼매경론의 6품, 즉 ‘무
상법품ㆍ무생행품ㆍ본각리품ㆍ입실제품ㆍ진성공품ㆍ여래장품’이 ‘최하층의 중생으로부터 상층
의 중생을 포괄할 수 있는 논리를 갖추고 있으며, 자질에 따른 차별적 수행법을 일원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보다 많은 대중에게 불교를 친숙하게 할 수 있는 기제를 담고 있다’고 높이 
평가한다(112). 그는 ‘낮은 지위의 중생을 배려하는 ｢무상법품｣을 극복하면서 점차 수행의 단
계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진입하는’ 형태를 취하는 금강삼매경의 ‘6품’ 구조를 ‘기신론
저술로부터 이어지는 원효의 독특한 교화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165). 김상현
(2000:21)은 ‘기신론소에서는 信成就[一住 보살]에 이르는 수행 과정에 중점을 둔 것인데 반
해, 『금강삼매경론』은 信成就 이후의 수행 과정에 역점을 둔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 ‘경청할 
만하다’며 상당한 공감을 표시한다. 

박태원(2012:20)은 ‘원효의 일미관행은 관(觀)14)이 지니는 <참선 수행과 지혜 수행>의 두 
가지 측면이 종합된 것이며, <일심>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언명한다. ‘일미관행’에 의해 
‘일심’이 펼쳐지는 동시에, 그 ‘일심지원’에 서야 ‘한 맛으로 참되게 보아 행하게’ 된다는 것이
다. 다시 말해, ‘일심’과 ‘관행 혹은 일미관행’은 ‘상호 의존하고 상호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이 ‘일미관행’에 대해, 정영근(2012:160)은 ‘일미관행의 관은 바로 귀일심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그 행은 다름 아닌 요익중생이라 할 수 있으며, 이 둘은 일미이지 별개의 것이 아니라’
고 설명한다. 박태원(2014a:192)에 의하면, ‘원효가 금강삼매의 성취조건으로서 설하는 일미관
행(一味觀行)의 내용에서 목격되는 두 가지 중요한 면모’가 있다. 하나는 ‘공성인 진여지평과 
접속한 이후에 행하는 선 수행이라야 진정한 선’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이익과 타자
이익을 하나로 결합시킬 수 있는 선’이라야 한다는 것이다. ‘금강삼매경론에서 다채롭게 펼
쳐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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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이

11) 남동신(2004:70-1)도 ‘止觀門은 禪定과 智慧를 합한 것이므로, 五門은 육바라밀과 일치’한다면서, 
‘止와 觀이 定과 慧에 일대일로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止와 觀이 각각 定慧 모두에 통한다고 보
는 것이 특이하다’고 지적한다.

12) 전성기(2018:32) 참고.
13) 서영애(2007:164)는 ‘一心의 원리를 분석한 것이 十重法門’이고, ‘十重法門을 모으면 一味觀行’이 된

다고 말한다. 
14) 박태원(2014a:85): “금강삼매경론에서 구사되는 관행이라는 용어의 의미맥락을 고려할 때, 관(觀)

은 지적 개안을 초점으로 삼고, 행(行)은 마음지평의 전환을 핵심조건으로 하는 실존적 체득을 의미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관행을 ‘알고(觀) 체득하기(行)’로 풀어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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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특징’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일미관행이 일종의 돈오점수頓悟漸修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는 점도 주목할 만한 대상으로 내세운다(94).

박태원(2014a)에게는 ‘공성인 진여지평에 접속하게’ 되는 때부터가 ‘선의 본격적 면모를 굴
리게 되는’ ‘진선’(眞禪)의 단계이다. ‘보살의 수행은 사실상 이 단계부터 온전한 면모를 갖추
게 되며, 보살 52위로 볼 때는 십지의 초지로 분류되는 경지부터가 이에 해당’한다(196). 그에 
의하면, ‘일미관행이 되기 이전의 관행은 어떤 수행이라도 방편’이다(107). 박태원(2014b:157)
은 ‘십지의 초지(初地) 이상의 지평을 여는 정관의 핵심을 유식관으로 본다’는 점에서, 원효는 
‘유식사상’을 그의 ‘선사상과 선 수행론의 중심축으로 삼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 점을 저자는 
‘원효의 선사상뿐 아니라 원효사상 전반을 음미하는 데에도 충분히 주목되어야 할 대목’으로 
평가한다.15) 저자에 의하면, ‘보살 수행의 52단계(52位)에 비추어 보면, 십지(十地) 이전인 십
신(十信)·십주(十住)·십행(十行)·십회향(十廻向) 단계에서의 관행은 모두 <방편관>에 속하고, 십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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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 10지의 초지는 막 구멍이 뚫린 <깨달음>이며, 초지 이후 등각等覺까지의 수행은 구멍을 
넓혀 가는 <깨달음의 완전성 확대과정>’이다. 그리고 ‘마침내 댐이 무너져 내려 물과 온전하
게 만난 것이 <깨달아 마침>이고, 그것을 묘각妙覺이라 부른다’. 

원효선(禪)은, 적어도 박태원의 글들에서 보이는 바로는, 그 경지가 너무 높게만 느껴진다. 
원효는 ‘7-8지 보살’의 높은 성취를 이룬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16) 원효선(禪)의 실제적 실천 
가능성은 어떠한가? 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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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만하게 되면 거기
에 三身17)이 갖춰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 원효가 보는 일미관행의 궁극적 목표’라면서, ‘대원
경지ㆍ평등성지ㆍ묘관찰지ㆍ성소작지의 넷으로 열거되는 四智의 法을 실존적으로 터득하고 있
는 불교 수행자나 신도가 이미 찾아보기 힘든 지경이 된 것이 오늘날 불교계의 상황’이라고 
지적한다.18) 근자에 이러한 불교계 상황에 큰 변화가 생긴 것 같지는 않다.19) 그런데 원효선
(禪)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일반인들은 물론 전문 수행자조차 그 실천이 지난한 것이라면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선정(禪定)의 최고 경지’라는 ‘금강삼매’도 초지부터나 가능한 것
이라면,20) 원효선(禪)에 관심갖는 연구자나 일반인들이 과연 그 성취를 목표로 삼을 만한 대
상인지, 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원효선(禪)에서 애초에 ‘초지(一地)’ 이상의 
‘진선’이 아니라, 그 이전의 ‘방편선’(方便禪)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귀일심원 요익중생’도 그 주체가 원효의 경지인 경우와 ‘중생’, 특히 ‘하근기 중생들’인 경우
도 일단 구분되어야 하지 않을까? 화쟁선(禪)은 전자를 참고는 하되 후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15) ‘唯識’은 글자 그대로 '오직 식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박태원(2014a:102)은 ‘일미관행의 구체적 내
용도 그 핵심은 유식관’이라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유식의 지적 수용이 관觀’이고, 인식적 수용이 
행行‘이다.

16) 원효는 때로 ‘초지보살’로 일컬어지기도 하는데, 52위 체계 안에서는 ‘41위’이다. 
17) ‘三身’은 ‘法身·報身·化身’을 말한다.
18) 박태원(2011:263)도 원효가 ‘일심의 경지’를 ‘유식의 四智’로 설명한 대목을 인용하고 있다.
19) 이찬훈(2017:49): “그동안 한국에서 불교의 승려들은 다분히 간화선을 통한 개인적인 단박의 깨침만

을 추구하는 간화선 절대주의, 간화선 유일주의라는 틀에 박힌 전통적인 수행법에 매달리면서 절실
한 중생의 삶과 고통의 해결이라는 현실을 도외시하는 산중불교에 매몰되어 있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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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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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효선(禪)이 이론적 담론으로만 존재할 뿐 오늘에서의 그 실천 가능성이 오늘의 언어로 구
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한다면, 위의 이기영(1991)의 지적에서 느껴지듯이, ‘活禪’이 아니라 ‘死
禪’이 되어버릴 위험성도 없지 않다. ‘진여지평 접속선(禪)’이자 ‘자리이타의 선(禪)’이라는 원
효선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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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미관행’도 그에 따라 수행자가, 초지 이상의 경지와는 사뭇 
다르더라도, 그 맛을 느낄 수는 있지 않을까? 김상현(2000:26)에 따르면, ‘원효는 禪定을 단순
히 한 경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며, ‘마음이 가라앉지도 들뜨지도 않은 채 
자세하고 바르게 思察하는 것을 진정한 定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처럼 ‘원효의 禪 이해
는 止와 觀을 포괄하는 것’이었다고 하는데, ‘禪 실천’도 당연히 그랬을 것이다. 이러한 원효
선(禪)은 꼭 ‘초지’ 이상에서만 가능한 것인가? 전반적으로 볼 때, 원효선(禪)의 핵심은 ‘중생
이 가야 할 <귀일심원 요익중생>의 도리를 천명’21)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중생’이 실
제로 가기가 지나치게 어려운 ‘길’이라면 큰 문제가 아닌가? 원효에게 ‘선’(禪)은 ‘지관쌍운’이
고, 이러한 ‘선’은 ‘초지’ 이상에서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라도, 그 이하에서도 어느 정도 
유사한 실천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러한 상황에서, 윤홍식의 양심철학은 양심선(禪)을 통해 우
리에게 원효선(禪)과의 회통 가능성을 크게 열어보이고 있다.

4. 양심철학과 양심선禪

윤홍식(2013a:6)은 그가 양심철학의 ‘모토’로 내세우는 <양심이 답이다>를, ‘평생의 화두로 
품어 온 <인간의 길>에 대한 탐구에서 얻은’ ‘결실’이라고 표현한다. 많은 고전들과 종교들의 
회통적 탐구들을 통해 얻은 그의 ‘체험적 이해’는 ‘인간의 길’은 ‘양심을 따르는 삶’이란 것이
다. 윤홍식(2014a:299)에게 <영성지능>은 ‘우리의 양심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지능’이다. ‘영성
지능’은 또한 ‘양심의 계발 정도’이기도 하고(221), ‘인간과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지능’
이기도 하다(269).22) ‘양심지능이 진짜 지능’이라는 그에게 ‘수련의 목적은 영성지능을 높이는 
것’이다.23) 이제 선(禪)을 ‘알아차림’이나 ‘깨어있음’을 넘어, ‘영성의 계발과 실천 방식’으로 
그 지평을 넓힐 필요가 있다. 저자에게 양심의 덕목들은 유교식으로 말하면 ‘경인의예지신’(敬
仁義禮智信)이고,24) 불교식으로 말하면 ‘선정ㆍ보시ㆍ지계ㆍ인욕ㆍ정진ㆍ반야’의 6바라밀이다. 
<양심이 답이다>는 저자가 자신의 탐구와 질문들을 통해 체득한 나름의 ‘응답적 답’으로, 다
시 ‘제문적 답’, 즉 질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윤홍식(2013a:98)에 의하면, ‘양심’(良心)은 ‘맹
자가 처음 쓴 말로 선천적인 도덕능력’을 뜻한다. 구체적으로는 ‘인간이면 누구나 지니고 있는 

21) 이 표현은 이기영(2002b:433)이 ‘원효 사상의 핵심을 이루는’ 네 저술이라는 대승기신론소ㆍ별기, 
금강삼매경론, 본업경소, 보살영락본업경소에 대해 사용한 것이나, 원효선(禪)에 대해서도 충분
히 그대로 쓸 수 있다.

22) 조하ㆍ마셜(2001): “SQ[영성지능]는 IQ와 EQ가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데 기본이 되는 인간의 궁극적
인 지능이라고 할 수 있다(16). (...) SQ는 우리의 양심이다. (...) SQ를 활용해서 우리는 종교에 관한 
보다 영적인 지각을 갖게 된다(30-1).”; 한자경(2018): “인간의 영성은 무한한 심층마음의 공적영지
에서 온다(69). (...) 심층마음의 본래적 각성인 본각, 공적영지, 그 마음의 빛 안에서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97).”

23) 윤홍식(2017a, 2013c) 참고.
24) 양심철학은 ‘경인의예지신’ 대신 ‘인의예지(신)’를 말하기도 한다; 윤홍식(2015a:13-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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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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인 ‘참나’를 회통적으로 <양심>, 나아가 <영성>으로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헉슬리(2017:16)는 영원의 철학에서, ‘영원의 철학은 주로 사물ㆍ생명ㆍ마음으로 구성된 

다원적 세계의 근원이 되는, 일원적인 신성한 실재와 연관되어 있다’고 말한다. ‘초연함ㆍ명
료함ㆍ겸손의 상태에 있는 마음에 의해서만 직접 파악될 수’ 있다(20)는 이 ‘신성한 실재’의 

이름들의 하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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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는(혹은 듣고 배워온) 양심의 세가
지로 구분된다. 흔히 말하는 ‘양심의 소리’도, ‘참나각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②의 양심
보다 ③의 양심일 가능성이 높다. 6바라밀(또는 경인의예지신) 분석을 하는 것은 ‘양심’ ②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이다. 윤홍식(2015b:122)은 ‘우리 내면에서 들리는 양심의 명령’은 ‘인류의 
모든 문화를 지도하는 이념이며, 우리가 알아야 할 최고의 영적 진리’라고 천명한다.26) 종교를 
넘어서고자 하며, 유교가 가장 대승적이라고 주장하는 양심철학은 ‘개념과 체험이 긴밀이 결
합’된 <자명한 앎>27)을 지향하는 ‘실천철학’이다. 양심철학은 대승불교, 유교, 기독교 등의 대
승적 측면들을 두루 아우르고자 하는, 새로운 의미의 회통적 대승철학이다. 이러한 양심철학
은 원효철학의 현대인문학 버전이라 해도 어긋난 말은 아닐 것이다. 이는 두 철학 모두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혹은 ‘크게 사람들을 도우라’)는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우리 전통 정신을 
훌륭히 계승하고 있는 데에서도 잘 드러난다. 

윤홍식(2016a)이 제시하는 <홍익보살 실천지침 14조>는 두 철학의 친근성을 특히 잘 보여
준다. 이 지침들은 ‘양심의 진리들을 삶속의 구체적인 행위로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인 지침들’
로서, ‘아공’(我空), ‘법공’(法空), ‘구공’(具空)으로 이끄는 지침들이기도 하다. 먼저 ‘자아의 4
가지 진리’로 불리는 ‘아공’의 지침들은 ‘①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諸行無常), ② 미래를 걱정
하지 말라(一切皆苦), ③ 자아를 내세우지 말라(諸法無我), ④ 현존을 방해하지 말라(涅槃寂
靜)’이다. 이 ‘제행무상, 일체개고, 제법무아, 열반적정’은 ‘소승 4법인’이다. 다음으로 ‘존재의 
4가지 진리’로 불리는 ‘법공’의 지침들은 ‘⑤ 일체의 존재는 참나의 신비임을 알라(眞俗不二), 
⑥ 참나의 현존에 일체를 맡기며 살아가라(無住涅槃), ⑦ 참나의 뜻에 따라 남을 나처럼 사랑
하라(自他一如), ⑧ 모두를 이롭게 하는 양심적 삶을 살라(弘益衆生)’이다. 윤홍식(2015e)은 이 
‘진속불이ㆍ무주열반ㆍ자타일여ㆍ홍익중생’의 ‘대승 4법인’을 원효에게서 모두 찾아볼 수 있다
고 알려준다. 마지막은 ‘양심의 6가지 진리’라고 불리는 ‘구공’의 지침들로서, 원효도 그 중요
성을 강조했던 <6바라밀>을 지칭한다: ⑨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남에게 베풀어라(보시ㆍ사랑), 
⑩ 내가 당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가하지 말라(지계ㆍ정의), ⑪ 진실을 수용하고 매사에 겸손
하라(인욕ㆍ예절), ⑫ 양심의 구현에 최선을 다하라(정진ㆍ성실), ⑬ 늘 고요하되 자명한 참나
와 접속하라(선정ㆍ몰입), ⑭ 자명한 것만 옳다고 인가하라(반야ㆍ지혜).28) 이상의 ‘14지침’은 

25) 오강남(2016:124)은 ‘영원의 철학’을 ‘초월적인 신성, 우리 인간 속에 내재하는 신성, 이를 깨닫는 
것이 인간의 최종의 목적이라 보는 사상’이라고 요약한다.

26) 전성기(2016:588).
27) 윤홍식(2014a:278): “‘지혜’ 즉 ‘정확한 앎’의 조건은 바로 ‘개념과 체험의 결합’입니다. ‘개념’과 ‘체

험’이야말로 자명한 앎을 이루는 양날개입니다.”
28) ‘사랑ㆍ정의ㆍ예절ㆍ성실ㆍ몰입ㆍ지혜’는, 순서는 다르지만, 유교의 ‘경인의예지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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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기본적으로 ‘아공ㆍ법공ㆍ구공’을 체득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원효선(禪)의 요구조건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양심선(禪)은 이 ‘三空’에 이르는 기초과정을 매우 중시하고 이에 대한 
설명들을 일반인들을 위해 매우 상세히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29) 위에 제시된 원효선(禪)과
는 상당히 다르다. 뿐만 아니라, 그 실천 방식도 단순명료하다. 양심선(禪) 실천의 핵심은 ‘깨
어서 정성껏 6바라밀을 행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6바라밀이 마음에서 51% 이상 되게 하는 
것이다. 6바라밀을 생활화, 습관화하는 것이다.30)

양심선(禪)에서는, 견성이 목표인 다른 선(禪)에서와 달리, 견성보다 6바라밀이 우선이다. 6
바라밀을 열심히 계속 실천하다보면 ‘진정한 견성’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는 것이다.31) 우리
는 그랜드 캐년 같은 장엄한 자연 광경들을 보게 되면 할말을 잊고 ‘살아 있다는 존재감’만 
강력하게 느끼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의 ‘순수 존재감’을 윤홍식(2017b)은 ‘견성체험’이라고 
말한다. 윤홍식(2018b)에 따르면, ‘견성’(見性)은 에고가 ‘본성’(本性) 즉 ‘시공을 초월한 자신
의 본모습’을 보는 것인데, ‘에고가 참나와 소통이 된 만큼’ ‘영적 유전자’가 내면에서 발현될 
것이고, ‘발현된 그만큼 본성에 대해 <견성>을 한 것’이다.32) 견성을 해도 6바라밀을 구현하
지 못한다면, 본성의 ‘고요하고 텅빈’ 속성만을 ‘본 것’일 뿐, 6바라밀이라는 ‘영적 유전자’는 
‘못본 것’이다. ‘더불어 살아야’ ‘제대로 본 것’이 된다. ‘6바라밀’을 윤홍식(2018a)은 <참나에
서 온갖 공덕을 끌어내는 ‘선정’, 만법이 본래 청정함을 꿰뚫어 보는 ‘반야’, 진리를 기꺼이 수
용하는 ‘인욕’, 남을 나처럼 사랑하고 돕는 ‘보시’, 남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지 않는 ‘지계’, 현
실에 안주하지 않고 나아가는 ‘정진’>이라고 그 덕목들을 묘사한다. 이 ‘6가지 덕목을 두루 갖
춘 참선(禪)’, 즉 ‘6바라밀선(禪)’이 아니면 온전한 선(禪)이 아니라는 것이 저자의 확고한 입장
이다. 선정에 치우친, ‘지금까지 닦았던 참선으로는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15). 저자에게 ‘6바라밀선(禪)’은 양심선(禪)이다. ‘6바라밀이야말로 양심의 온전한 덕목’이기 
때문이다(16). 

박태원(2014a:87)은 대승불교는 ‘자리이타’를 ‘함께 추구하는 구도자 유형’을 ‘보살’이라 부
른다면서, ‘가장 널리 수용되는 대표적 분류법’으로 ‘화엄경 계통 경전인 보살영락본업경
에 등장하는 10信ㆍ10住ㆍ10行ㆍ10廻向ㆍ10地ㆍ等覺ㆍ妙覺’의 ‘52단계 구분체계’를 언급한
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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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
급・승단 체계가 보편화되었으나, 『화엄경』의 본래 취지는 1주와 1행과 1회향과 1지의 설명
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10신은 제외), 각각을 동일한 단계의 여러 측면을 다룬 것으로 보
아야 옳’다(10주=10행=10회향=10지). 말하자면, 10주는 1지부터 10지가 어떻게 머무는지, 10
행은 1지부터 10지가 어떻게 실천하는지, 10회향은 1지부터 10지가 어떻게 공덕을 회향하는
지 설명한 것이다. 수행을 우선적으로 ‘영성의 계발’로 파악하는 양심철학은, ‘52위’ 대신에 ‘9
급9단체계’를 제시한다. 양심철학은 수심결을 ‘승급체계’, 화엄경을 ‘승단체계’를 잘 설명
한 책으로 여긴다. 1지-9지의 차이는 ‘6바라밀 보편법칙’의 체득의 깊이와 온전성, 자명성에 

29) 윤홍식(2018a)의 책날개에 따르면, 그의 2,700여개 유튜브 인문학 강의 조회수가 3,200만을 넘었다
고 한다.

30) 윤홍식(2015h) 참고.
31) 윤홍식(2015f, 2017b) 참고.
32) 견성에는 참나를 일별하는 8급의 견성에서부터, 1급(확철대오)의 견성, 1단(1지)의 견성 등, 여러 주

요 단계가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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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것일 뿐 별도의 수행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33) 일반 선(禪)수행자들은 거의 대부분 
1급 미만의 급수 소속이다. 영성 1급(1주)이 ‘확철대오’의 ‘견성’인데, 1급 미만이라 해서 선
(禪) 실천을 못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물론 ‘견성’이 선(禪) 수행의 중요한 계기이긴 하나, 다
행히도 필수조건은 아니다.34) 윤홍식(2016b)은 심지어 ‘1초 삼매도 삼매’고, ‘찰나 견성’도 ‘견
성’이라고 언명한다. 중요한 것은 <몰입과 몰입사고>가 습관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며 정성
껏 실천하는 것이다. 습관이 채 안 되어 있어도, 적어도 중요한 선택들의 순간에는 그 실천을 
적극 시도해보아야 한다.35) 정확한 참나 이해와 체험, 즉 참나에 대한 <개념+체험>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참나와 하나된 삶이 우리의 삶에 점점 스며들다 보면, 어느 날 ‘참나와 함께 
하는 것’이 당연한 때, 즉 <6바라밀로 견성>하는 때가 온다는 것이 양심철학의 입장이다. 이
는 화쟁선(禪)이 추구하는 실천 방향이기도 하다.  

윤홍식(2017c)은 <몰입과 몰입사고>36)는 선수행(禪修行)의 두 축인 ‘선정과 지혜’를, 일반인
들도 누구나 실천할 수 있도록, 현대적으로 풀이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에 의하면, ‘정혜쌍수’
는 ‘참나각성’ 속에서 명상에도 들고 사유도 할 수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일단 깨어서 몰입
을 해야 한다. ‘참나각성’이 되지 않으면 정혜쌍수를 논할 수가 없다. ‘몰입책’인 윤홍식
(2014a)의 핵심 내용도 ‘몰입하면 참나각성이 된다’는 것이다. ‘몰입의 달인이 되어도 견성을 
모르는 것’은 ‘체험’은 있지만 ‘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참나에 대해 개념적 설명을 할 수 있는 
<메타인지>를 못 갖추었기 때문이다. <개념+체험>은 몰입에서 매우 중요하다. 윤홍식
(2015c:30-1)은 원효의 금강삼매경론의 한 대목을 인용하며, ‘진정한 삼매는 정신이 또렷이 
깨어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삼매>란 바로 에고가 참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에고는 참
나와 하나가 될 때, 초연해지고 평온해지며 광명해진다’. ‘차가운 쇠공과 같은 에고도, 참나와 
하나로 공명하게 되면 얼마든지 뜨겁게 타오를 수 있다’. ‘이것을 삼매라고 한다’는 것이다. 
양심선(禪)에서도 화쟁선(禪)에서도 이러한 ‘삼매’는 선(禪)의 고수가 아니라도 어느 정도는 실
천이 가능하다. <선정과 지혜>의 <몰입과 몰입사고>로의 해석은 불교적인 원효선(禪)의 영성
적인 양심선(禪)으로의 <인문적 전회>(Humanistic Turn)를 의미한다. 학문선(禪), 수사선(禪), 
화쟁선(禪), 번역선(禪) 등으로 다양하게 펼쳐지는 <인문선(禪)>은, ‘양심선(禪)’에 힘입어, 선
(禪) 실천의 다양한 가능성을 크게 열어보인다.37) 

윤홍식(2015i)은 몰입에서 4단계를 구분한다. 이들은 각각 ‘노력하는데 ① 끊어짐이 크다, 
② 끊어짐이 작다, ③ 끊어짐이 없다, ④ 노력이 필요없다’의 단계이다. ①-⓷은 <하는 몰입>
이고, ⓸는 <되는 몰입>이다. 윤홍식(2015c:31)은 ‘몰입 4단계에 도달하면 의식과 무의식을 
초월하여 고요하되 또랑또랑한 참나가 드러나게 된다’고 말한다. ‘이 상태에서는 뇌가 활성화
되어 창조적인 사고와 판단을 할 수 있어서, 몰입(삼매)에 기반을 둔 몰입사고(지혜)가 가능해’
지고, ‘진정한 정혜쌍수가 이루어’진다. <몰입과 몰입사고>를 하는 과정에서 ‘아공ㆍ법공’을 깨
치게 되면 확철대오의 견성에 도달하고, 나아가 법공의 심화된 영역인 구공(具空)을 통해서는 
6바라밀을 점점 더 원숙하게 실천하는 1지 이상의 경지에 오르게 된다.38) 윤홍식(2015d)은 

33) 윤홍식(2018a:30-7) 참고.
34) 양심철학에서도 ‘양심 위주의 삶’(51% 이상)이 정착되는 1주(住)는 수행의 중요한 계기이다. 대승기

신론은 1주보살(신성취보살)을 견성에 이른 것으로 본다. 
35) 전성기(2018:32) 참고.
36) 전성기(2018a:29-36) 참고.
37) 전성기(2016, 2017, 2018) 참고.
38) ‘아공ㆍ법공ㆍ구공’은 ‘깨달음의 3단계’로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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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효의 경전 풀이과정이 모두 ‘禪’이었다고 말한다. 이는 원효에게 화쟁은 바로 화쟁선(禪)이
었음을 의미한다. 여유 있을 때 틈틈이 4선정을 통해 참나를 깊이 경험할 필요는 있으나, 활
동중에는 ‘참나각성’ 정도의 ‘禪’이면 충분하다고 한다. 우리는 ‘본래삼매의 상태’이니, 일상이 
‘禪’이 되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에 의하면, ‘대승에서 강조하는 지관법(止觀法)은, 
원효에게서 그랬듯이, 고요한 데 머물러서 얻는 지관법이 아니라 활동하는 지관법’이다. 그는 
<생각할 수 있는 선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화쟁선(禪)을 비롯한 인문선(禪)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 선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양심철학은 몰입을 돕는 핵심적 방편으로 <모른다>를 
제시한다. 이 ‘모른다’는 ‘안다/모른다’의 이분법적 ‘모른다’가 아니라, 이를 넘어선 ‘모른다’
(몰라)이다. 초연하고 무심해져 ‘참나’에 ‘그냥 맡기는 마음’이 되는 것이다. 이 ‘모른다’는 계
속 깊어져야 한다. 윤홍식(2013a:59)에게 이 <모른다!>는 ‘중심 자리인 참나로 향하게 하는 
궁극의 기도이자 궁극의 화두이자 궁극의 만트라’이다.39) 

윤홍식(2014a)에게 ‘몰입사고법은 몰입 상태에서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고, 빠르게 검색하고, 
창조적으로 조합하고, 효과적으로 출력하는 사고의 기술’이다(217). ‘몰입사고’에는 ‘나에 대한 
몰입’과 ‘대상에 대한 몰입’이 있다. 전자는 ‘몰입하는 주체에 대한 몰입’이고, 그래서 ‘충전용 
몰입’이라고도 불린다(248). 후자는 ‘오직 대상만을 바라보고, 대상만을 느끼는’ 몰입이다
(282). 기존 선(禪)에서는 ‘나에 대한 몰입’ 위주로 수행하는데, 화쟁선(禪)에서는 이를 통해 필
요한 에너지를 ‘충전’도 하지만, ‘대상에 대한 몰입’이 중심이 된다. ‘양심분석’도 직관이 아니
라 생각을 활용하면 '대상에 대한 몰입'이다. 생각을 초월한 참나에 대한 몰입만 '나에 대한 
몰입'이다. 윤홍식(2013b)은 ‘참나각성’은 ‘깊은 선정’이 아니라 50% 남짓한 ‘각성’을 뜻하나, 
구체적 실천에서는 깨어만 있어도 된다고 말한다. 현상계와 참나가 같이 돌아가는 가운데 필
요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오히려 ‘낮은 선정’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 ‘낮은 선정’은 ‘1선’
에 가까운 ‘1선근분정’으로, ‘몰입 4단계’에 해당한다. 윤홍식(2015c:32)은, 원효의 ‘삼매’에 대
해 말하며, ‘1가지 대상만 보고 있더라도 혼침에 빠지면 <매몰>이 되며, 여러 가지 대상을 옮
겨 다니며 몰입하더라도 늘 신바람이 흐르면 <삼매>’라고 설명한다. ‘처음에는 한 가지 대상
에 집중하기도 힘들겠지만, 차차 몰입사고가 익숙해지면 마음이 여러 가지 주제를 넘나들더라
도 몰입 상태를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윤홍식(2014a:221)에게 <몰입의 달인>이 되
는 것은 ‘평상시의 베타파를 넘어서 몰입과 영감ㆍ창조력의 뇌파인 알파파ㆍ세타파를 자유롭
게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화쟁선(禪) 실천을 위한 좋은 ‘팁’이 될 것이다.

윤홍식(2015c:373-74)에 의하면, <6바라밀>은 다음과 같이 ‘생각ㆍ말ㆍ행동’을 점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한 방법이 된다: ①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가(몰입, 선정바라밀), ②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이익도 배려하였는가(나눔, 보시바라밀), ③ 내가 당
해서 싫은 일을 상대방에게 하지는 않았는가(절제, 지계바라밀), ④ 상대방의 입장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수용했는가(수용, 인욕바라밀), ⑤ 양심의 인도를 따르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는
가(성실, 정진바라밀), ⑥ 나의 선택과 판단은 찜찜함 없이 자명한가(통찰, 반야바라밀). 이러
한 메타인지적 점검과정은 이성과 직관, 에토스ㆍ로고스ㆍ파토스가 조화를 이루는 과정이다. 
윤홍식(2015b:374-75)이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생각과 언행을 <6바라밀>로 점검하며 살아가
라고 조언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매사에 6가지 항목을 스스로에게 묻고 양심의 울림 그대로 
답하여, 각각의 항목에 대해 ① 자명, ② 자찜(자명>찜찜), ③ 찜자(찜찜>자명), ④ 찜찜을 구
분’해보라는 것이다. ‘통증’의 신호가 건강을 지켜주듯이, ‘찜찜’의 신호는 우리의 양심을 지켜

39) 지눌의 修心訣에도 ‘단지불회 시즉견성’(但知不會 是卽見性), 즉 ‘모르는 줄만 알면 즉시 견성이
다’는 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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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 그는 ‘각각의 항목에서 느낀 자명함과 찜찜함의 정도’를,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40) <자
명ㆍ자찜ㆍ찜자ㆍ찜찜>의 4단계로 표시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라고 조언한다. 이때 ‘자명’은 
‘상대적 자명’일 수 있다. 오늘 ‘자명’한 것이 내일은 ‘찜찜’할 수도 있다. <몰라+자명>의 부단
한 검토와 수정을 통해 메타인지가 계발될 것이고, 메타인지가 계발될수록 영성은 그만큼 더 
밝아질 것이다. 

이성과 직관의 협업에 의한 검토의 결과, 모든 항목이 작은 원, 즉 <자찜> 범위 안에 들어 
있으면, 양심의 ‘안전지대’를 벗어나지 않는 선택을 한 것이다. 그러나 ‘만약 안전지대를 벗어
나는 항목들이 있다면, 마음 씀이 욕심이 양심을 위태롭게 하는 위험지대로 나갔다는 신호’이
니, ‘이를 잘 분석하여 자명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만일 ‘그대로 방치하면 나와 남 모두에게 
해로운, <자해해타>(自害害他)적인 선택을 하게 될’ 수 있다. 욕심이나 욕구ㆍ욕망 자체가 나
쁜 것은 아니다. 다만 양심으로 잘 경영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검토과정은 필요한만큼 되풀
이되어야 한다. 말과 달리 글의 경우라면, 새로운 정보가 보충되지 않더라도, 글의 짜임새, 독
자의 공감이나 설득 등을 위해 새로운 검토가 필요함을 자주 느낄 수 있다. <6바라밀선(禪)> 
실천은 생각과 언행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지대>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
한 과정을 통해 우리의 직관은 더 깊어지고, 영성지능은 더 계발되고 더 성숙될 것이다. 화쟁
선(禪)도 화쟁에서 깨어서 이러한 6바라밀선(禪)을 실천하는 것이다. 위의 질문 ①-⑥, 특히 
⑥의 ‘자명성’에 대한 질문을 통해 화쟁에서의 ‘선택과 판단들’에 대해 그 타당성과 적절성을, 
나름의 ‘응답적 답’을 얻을 때까지, 점검해보는 것이다. 참나는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영성이
며 ‘신성’(神性)이라고 말할 수 있다. ①-⑥의 질문을 하는 것은 이 ‘신성의 소리’를 듣고자 하
는 것이다. 이러한 <경청>은 6바라밀선(禪)이기도 하지만, 보다 넓은 의미로 ‘인문선(禪)’이라 
할 수 있다. ‘화쟁선(禪)’도 이러한 ‘인문선(禪)’의 한 경우이다. 6바라밀선(禪)도 제대로 된 실
천은 영성 1급 이상의 단계에서라고 하니, 인문선(禪)도 부단한 6바라밀 실천을 통해 깊이를 
더해가야 할 것이다. 

5. 화쟁과 화쟁선禪

김원명(2008b:152)은 ‘화쟁은 원효의 저술 곳곳에 나타나는 그의 세계관이자. 학문 방법론
이며, 학문적인 귀결’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효철학의 핵심이 화쟁에 있다’고 
본다는 것이다. 김영호(2000:275)도 ‘일심이 원효의 사유체계를 잘 나타내는 대표적 개념이 
될 자격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핵심적이며 독특한 사상으로는 ‘화쟁’을 꼽았는데, 안옥선

40) 이 도너츠 그림은 윤홍식(2015c:374)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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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75)도 ‘이러한 평가에 공감’한다. 하지만 대개의 연구자들은, 화쟁의 ‘근거’이거나 ‘목표’
이기 때문에도, <일심>을 원효사상의 핵심으로 간주한다.41) 최유진(1998:135)도 원효의 ‘연구
와 교화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근본 사상’은 ‘일심’으로 이해한다. ‘원효는 일심의 근거에서 
모든 것올 파악하려 하였고 불교의 최종적인 목적도 일심의 원천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했다
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의 우선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화쟁과 관련하여 더 관심이 가는 것은 
원효철학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는 ‘귀일심원 요익중생’과의 연관성이다. 이효걸(2002:26)은 
‘원효가 설정한 화쟁의 목적은 歸-心源과 曉益衆生’이라 하였고, 김정탁/이경렬(2006:69-70)
도 ‘귀일심원과 요익중생’을 ‘원효 화쟁의 근본 요체’로 보았다. 안옥선(2005:79)도 원효의 ‘화
쟁의 목적’이 ‘일미(一味)의 평등한 부처의 뜻을 드러내어 중생으로 하여금 큰 깨우침으로 이
르게 하는 데 있다’고 하며, ‘귀일심원 요익중생’과 ‘화쟁’의 원초적 연관성을 잘 보여준다. 고
영섭(2014: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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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화쟁의 ‘귀일심원 요익중생’과의 연관성 못지않게 관심이 가는 것은 원효에게 일심
ㆍ화쟁ㆍ무애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아마 원효의 화쟁의 진정한 독특성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들 세 개념은 서로 유기적이기 때문에, 안옥선(2005:74-5)도 지적하듯
이, 화쟁 또한 다른 두 개념과 유기적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효걸(2002:6)도 ‘원효
사상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그의 화쟁사상은 일심사상이나 무애사상과 내밀히 연관되어 원
효사상의 전반적 체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개념과 함께 혹은 원효사상의 전반적 체
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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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쟁의 방법을 끌어들
이게 되었고, 그 구체적인 실천은 원효의 무애행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삼자의 관계성에 주목
한다.42) 화쟁선(禪)은, 오늘의 일반적인 화쟁 실천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이러한 화쟁의 역
사적 ‘유기적 관계’를 잘 드러내려는 탐구이며 실천이다. 동시에 화쟁선(禪)은 다양한 현대적 
활용에도 크게 열려 있는, 이성ㆍ감성ㆍ영성이 조화를 이루는 화쟁의 방식이고자 한다. 화쟁 
탐구는 이제 화쟁선(禪) 탐구로 ‘선禪적 전회’를 할 필요가 있다.

윤종갑(2009:96)에 의하면, 원효는 ‘대승기신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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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승수행의 길임을 역설’한 것이다. 고영섭
(2010:156)이 ‘우리 불학자(인간학자)들이 배우고 물어야 할 불학하기의 한 전형’이라 주장하
는 ‘일심ㆍ화쟁ㆍ무애’의 ‘세 축’을 전성기(2018:18-9)도 이 ‘6바라밀’의 관점에서 약술한 바 
있는데, 그 요점만 추리면 다음과 같다: <화쟁(和諍)은 ‘정혜쌍수’(定慧雙修), 특히 지혜(반야)
바라밀이 중심이 되는 6바라밀의 ‘합작품’에 해당된다. 무애(無碍)는 참나가 에고를 통해 걸림
없이 구현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6바라밀을 통한 ‘자리이타’의 ‘보살행’, 즉 ‘사회적 실천’
으로 나타난다. 일심(一心)은, 그 이해와 실천의 깊이에 따라, 일차적으로는 선정바라밀과 관

41) 조수동(2009:167): “결론적으로 원효는 불교 교학에 대한 여러 쟁론의 인식적 토대를 모두 포용할 
수 있는 원리를 一心이라 본다. 그러므로 일심은 화쟁의 근본정신이 된다.”; 정진규ㆍ김원명
(2017:226): “화쟁의 가능근거는 무엇인가? (...) 일심이 바로 화쟁의 가능 근거이면서, 화쟁을 통해 
도달되는 목표다.”

42) 안옥선(2005:74)에 의하면, ‘일심’은 ‘실상의 설명원리이며, 화쟁은 일심의 필연적 요청이자 귀결로서 
서로 다른 쟁론(諍論)을 회통시킴으로써 갈등을 조화시키고자 하며, 무애는 일심과 화쟁을 드러내는 
행위/삶’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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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되는 것으로, 심층적으로는 6바라밀 모두와 깊이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종합해 말하
면, 원효철학의 ‘일심ㆍ화쟁ㆍ무애’는, 그 실천면에서는, ‘6바라밀선(禪)’ 실천에 모두 포괄되는 
것으로 이해해도 큰 무리가 없다.> 소략하게 표현되었어도 대략적으로는 타당한 서술이라고 
생각되지만, 화쟁선(禪)과 관련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하다. 

우선 화쟁선(禪)의 가장 큰 변수는, 박태원(2017a:26)이 ‘화쟁의 논리형식이 산출되는 토대
이고 원천’이라는, 화쟁 주체의 ‘일심’ 즉 ‘참나’의 ‘체화 정도’로 생각된다. 절대계의 ‘본체로
서의 참나’(本覺)의 ‘체화’, 즉 ‘시각’(始覺)의 심화 정도에 따라, 현상계의 에고의 ‘일심’(참나) 
구현 정도도 크게 달라진다. 일심이 절대계에서 무량공덕을 갖추고 있어도 현상계에서는 <‘아
는 자’로서의 화쟁자가 아는만큼 닦은만큼 드러난다>. ‘아는 자’43) 혹은 ‘알아차리는 자’44)가 
‘일심’(참나)을 얼마나 체득했는가, 이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화쟁자의 ‘6바라밀선(禪)’ 구현 
정도도 달라지고, 무애의 체현 또한 달라진다. 그래서 에고는 본래 ‘늘 고요하되 자명한’ 참나
와 깊이 만날 줄 알아야 한다. 윤홍식(2015g)은 ‘참나의 본성이 6바라밀인 줄 알고 닦는 게 
진짜 6바라밀’임을 역설한다. 그런 줄 모르고 행한다면, ‘바라밀’이 아니라 ‘단순 수행’이다. 
윤홍식(2018c)은 ‘십신’(十信)을 ‘불법을 믿고 따르는 개념적 이해’로, ‘방편으로서의 지관’을, 
다소 모순되게 느껴지지만, ‘참나각성 없는 선정과 체험 없는 지혜’로 묘사하는데, 이는 모두 
‘단순 수행’을 아직 넘어서지 못한 단계를 말한다. 이 단계를 넘어서야 화쟁선(禪)이다. 박태원
(2014a)은 ‘진여지평 접속 선(禪)’을 말하는데, 차원이 다른 참나(진여지평)와의 접속을 위해서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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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순
간 참나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한다.45) 

‘참나의 체화’ 문제는 ‘공통기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박병기(2005:15)는 원효의 
‘화쟁’이 ‘진여 또는 불성이라는 궁극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를 전제로 해서 성립되는 개념임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만약 그런 보편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이쟁의 과
정은 그저 끝없는 평행선 이상의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쟁점의 부각에 머물고 말 것’이라고 
그는 경계한다. 최유진(2000:201)에게도 ‘결국 화쟁의 근거는 궁극적인 평등무차별의 경지’이
다. ‘궁극적인 경지에서 본다면 여러 다양한 가르침이 하나로 총괄될 수 있게’ 되는데, ‘그것
이 바로 화쟁의 가능 근거’라는 것이다. 최유진(2015:96)이 지적하듯이, 불교의 쟁론들에는 
‘불교라는 공통점’이 있고, 많은 자료들에서 인정하듯이, 이들에는 ‘붓다의 말씀’이라는 근본적 
의지처가 있다.46) 그런데 ‘일반적인 쟁론이나 갈등 상황에서는, 저자도 자문하듯이, 공통의 기
반이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공통기반에 대해 이견의 소지가 없지 않은 
경우들에는 화쟁에서 <대화>와 <논증>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보인다. 조성택(2013)은 ‘화쟁은 

43) 한자경(2018:143): “인간과 인공지능 로봇의 근본적 차이는 ‘알려진 것’에 있지 않고 ‘아는 자’로서의 
마음의 유무에 있다. 이 ‘아는 자’로서의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인간은 결국 자신과 인공지
능 로봇의 차이 또한 알아차리지 못한다.”

44) 윤홍식(2016c:227-28): “우리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생각ㆍ감정ㆍ오감은 철저히 시공과 주
객의 제약을 받는 것들입니다. (...) 그러나 생각ㆍ감정ㆍ오감의 바탕이 되는 우리 내면의 ‘알아차리
는 자’는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 그냥 텅 비어 있으면서 일체를 알아차립니다!”

45) 윤홍식(2015g)에게 ‘에고가 고요했으면...’ 하는 것은 ‘하수의 선정’이고, ‘에고가 고요하건 시끄럽건 
상관없이 참나는 본래 고요하다’는 걸 알고, ‘매순간 참나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고수의 선
정’이다. 고수는 ‘6바라밀 실천 중에도 살아 움직이는 선을 하지 고요한 데 매여 있는 선을 하지는 
않는다’.

46) 김상현(1995:346): “화쟁은 지극한 공론을 토대로 할 때 가능하다. 붓다의 지공무사한 뜻을 전개할 
때 백가의 서로 다른 논쟁은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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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을 대화로 이끄는 기술’이며, ‘원효의 화쟁사상은 논쟁을 대화로 이어가는 <대화의 철학>’
이라면서 ‘화쟁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고, 이근용(2015:171-77)은 ‘화쟁회통’과 ‘신
수사학의 논증이론’의 관련성에 대해 여러 자료들을 언급하며 기술한 바 있다. 화쟁선(禪)에서 
화쟁의 기본적인 ‘공통기반’은 일심에 해당하는 영성(참나, 양심)이다. ‘선정ㆍ보시ㆍ지계ㆍ인
욕ㆍ정진ㆍ반야’의 6바라밀 분석을 통해 들리는 ‘양심의 소리’가 중요한 ‘공통기반’이다. 그렇
지만 이는 개별 차원의 것이고, 화쟁자와 그 대상자(들)의 영성의 레벨에 따라 그 실천은 무척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화쟁선(禪)을 통한 화쟁에서, 당사자들 사이에 ‘경청’과 
‘대화’를 통해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47)

최유진(1991:268-69)이 말하듯이, 원효에게 화쟁의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一心의 경지로 돌
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화쟁의 완성은 一心에 돌아감’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화쟁선(禪)의 목적은 ‘화쟁적 문제해결’이고, 이는 대개 ‘사회적 공동선(善)을 목표로 삼는
다.48) 화쟁의 목적이 ‘쟁론 해결’이더라도 대상이 비불교적인 것이면, 그 목표가 대개는, 박태
원(2013a:215)이 기술하듯이, ‘수용 가능한 조정 내지 해법에 접근해 갈 수 있는 조건의 확보’ 
정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도 화쟁에서, 이성과 감성 뿐 아니라 영성도 십분 활용하는, ‘자리이
타’의 화쟁선(禪)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때 ‘자리’는 무엇보다 내가 ‘6바라밀’에 
능해지는 것이고, ‘이타’는 남들도 그리되도록 돕는 것이다. 불교에서 ‘붓다의 말씀’이라는 ‘근
본적 의지처’에 해당하는 <영성>, 그리고 무지와 아집을 털어낼 수 있는 <메타인지>를 적극 
활용하여 ‘학문사변행’적 화쟁이나 화쟁 탐구를 하는 화쟁선(禪)을 시도한다면, 오로지 이성의 
힘에만 의존하는 경우들보다 더 나은 화쟁의 결과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영성도 <개념+체
험>의 닦음을 통해 계발된다. 무지와 아집을 털어내면 영성은 더 밝아진다. 무지와 아집, 편견
과 선입견에 대해 <모른다>하며 6바라밀 양심분석을 하여 자명함을 키우는 것은 메타인지를 
계발하는 좋은 방법이다. ‘6바라밀 분석’을 통한 ‘화쟁의 언어’에 대한 주의깊은 메타적 성찰
도 이 과정에서 큰 몫을 한다. 화쟁선(禪)은 <선정과 지혜>와 다르지 않은 <몰입과 몰입사고> 
덕분에 적어도 ‘일심’(참나)과의 소통을 일단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어, 더 나은 화쟁적 해결
가능성은 그만큼 커진다. 선(禪)은 기본적으로 참나와의 소통이다. 하지만 속깊은 대화가 가능
하려면, 원효가 ‘시각’(始覺)이라 부른, 에고의 닦음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 닦음은 에고가 생
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참나와 함께 참나의 공덕으로 참나와 공명하여 닦는 닦음’이어야 한
다. 6바라밀의 닦음은, 윤홍식(2018d)이 조언하듯이, ‘삶의 연금술’이 되어야 한다.49)

화쟁에 대해 박태원(2013a)은 ‘모든 쟁론 상황에 적용되기만 하면 화쟁이 되는, 그러한 논
리 형식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면서도(175), ‘인간사의 모든 쟁론 상황에까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보편 원리들’로서 다음 세가지에 주목한 바 있다: ① 각 주장의 부분적 
타당성(一理)를 변별하여 수용하기, ② 모든 쟁론의 인식적 토대를 초탈할 수 있는 마음의 경
지(一心)를 열기, ③ 언어 환각에서 풀려나 언어를 사용하기(207).50) 저자는 ‘십문화쟁론의 

47) 때로는 박태원(2017a:140-46)이 말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고려’도 크게 필요할 것이다.
48) 조성택(2014)은, ‘사회적 공동선을 구현’하기 위한 ‘사회적 화쟁’에 대해, ‘열린 진리정신’, ‘참여와 

민주’, ‘의견의 부분적 진리성’, ‘절차적ㆍ배분적 정의’, ‘생명의 평등성과 상호의존성’을 ‘화쟁의 대원
칙’으로 설정한 바 있다. 

49) 견성 이후의 닦음은 참나의 공덕으로 하는 것이니 ‘닦음없는 닦음’, ‘참나를 드러낼 뿐인 닦음’이 된
다.

50) 박태원(2011)은 ‘실체적 언어관을 극복하여 그 어떤 견해의 진영에도 안주하거나 집착하지 않고 모
든 일리들을 소통적으로 포섭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의 성취’도 <화쟁의 보편 원리>로 인정한다. ‘이러
한 무애회통(無碍會通)의 언어 능력은, 원효가 말하는 일심ㆍ본각의 자리에 설 때 완전하게 발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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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쟁 논법을 재음미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①이 ‘다름아닌 연기적 사유의 원효적 재현이라는 
점을 추가’한다(207). 박태원(2017a:27)은 이 ‘세 축이 어울려 서로 힘을 보태면서, 상이한 견
해들의 배타적 충돌을 서로 통하고 서로 수용하는 통섭적(通攝的)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 – 이
것이 원효의 화쟁 논법’이라고 천명한다. 그런데 ②는 ‘원효사상의 궁극적 지향이자 모든 수행
의 수렴처라는 점에서 근원성과 궁극성이 돋보’이긴 하나, ‘해탈 수행의 종착지를 조건으로 삼
는다는 점에서, 일반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화쟁 원리는 아니’라고 한다. ③도 ‘이지적 성찰만
으로는 성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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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08). 이러한 저자 자신의 ②, ③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상당히 완화될 여지가 있다. 화
쟁선(禪)에서는 ②의 일심이 시각(始覺)이라는 점진적 접근의 대상이고, 6바라밀 실천을 통해 
‘체감’되고 향상될 수 있다. ③의 평가도 화쟁선(禪)에서는 ‘선정’이 기반이니 그 결과는 적잖
이 달라질 것이다. 저자는 ‘두 원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실성이 돋보’이는 ①은 ‘세인들의 일
상 담론에서 상당한 정도로 성취 가능’하며, ①의 ‘가능성이나 필요성 및 효과’는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다’고 기술한다. 그는 ‘부분적 타당성(一理)의 식별과 수용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는 ‘어떤 현상과 문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광범위하고 중층적인 식견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인다(208). 그런데 ‘광범위한 학습과 깊은 성찰’도 ‘필요조건일 수는 있
어도 충분조건은 아니’다(209). ‘일리(一理)들의 포착과 포섭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에 적합한 
사고방식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연기적 사유’로서, ‘견해와 이론을 항상 <-한 
조건에 따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210).51) ‘연기적 사유’로서의 ①에 ②와 ③의 조건이 
더해지면, ‘원효의 화쟁사상은 세간의 쟁론 상황 일반에 보편적으로 유효한 통찰’을 제시할 것
으로 저자는 자못 기대가 크다(211). 

박태원(2013a)은 <원효의 화쟁 논법>이 ‘세간의 쟁론 상황에서 적대적 힘겨루기에 몰두하는 
사람들’에게 ‘연기적 사유’로서의 ①과 ②, ③의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노력을 하라고 조언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 핵심은 조건 ①을 확충한, <모든 주장을 ‘조건 의존적인 것’으로 보아 
그 ‘조건적 타당성’들을 식별하고, 그들을 인정하여 포섭하려는 노력을 하라>는 것인데, 조건 
②와 ③도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저자는 ‘이런 조건들에 의해 열리는 길이라면, 가히 <화
쟁>과 <통섭>의 세상으로 안내하는 길’이 될 것이라 전망한다(212-13). 그렇지만 그는 ‘쟁론 
해결을 향한 화쟁 노력의 목표’는 ‘완전한 답안’이 아니라 ‘수용 가능한 조정 내지 해법에 접
근해 갈 수 있는 조건의 확보’임을 분명히 한다. ‘각 주장들이 지닐 수 있는 부분적 타당성들
을 인정하고 포착하게 하여 상호 수용적일 수 있게 하는 것’, ‘이 지점이 화쟁의 목적지’라는 
것이다. ‘화쟁의 역할은 이러한 조건의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다. 그리고 ‘그 방법론의 토대는 무조건적/전면적 사고방식을 조건적/연기적 사고방식으로 바
꾸는 것’이다(215). 그에게 ‘화쟁사상의 사회적 구현은 쟁론 현안에 대한 모범답안 제시에 있
는 것이 아니라, 모범답안에 접근할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론적 기여’에 있다(216). 이러한 저
자의 신중하고 겸허한 견해에 우리는 충분히 공감하고 전반적으로 동의한다. 그렇지만 위의 
조건 ②, ③의 충족이 여전히 상당히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다’(209). 저자는 ‘언어의 방편적 성격을 이해’하면, ‘같은 뜻의 다른 표현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쟁론
들이 화해할 수 있’기에, ‘방편 언어의 이해를 통한 화쟁’에도 <화쟁의 한 보편 원리로서의 자격>을 
부여한다(213). 

51) 이 ‘연기적 사유’는 일반의미론학자 라포포트(1995:166-67)가 말하는 ‘비아리스토텔레스식 연구 방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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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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의 관건은 조건 ①의 경우와 유사하게 조건 ②, ③의 ‘현실성’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
하는 것이다. 박태원(2011:204) 자신도 지적하였듯이, ‘일심’이 ‘화쟁의 구현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삶의 과제>’라면, 이제 보다 근본적으로, 원효선(禪)에 힘입어 ‘일심’인 ‘양심’을 <역량
껏> 구현하는 화쟁선(禪)의 실천을 적극 시도하면서 그 역량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 화쟁선
(禪)은 ‘메타인지적 6바라밀 분석’에 의거한 적절한 선택들을 통해, 원리 ②, ③에 대해 지적된 
‘일심’(참나)과 ‘선정’은 물론, 적합한 ‘화쟁적 언어사용’에 대해서도 보다 진전된 대처를 가능
하게 할 것이다. 더욱이 이 대처는 영성지능과 메타인지가 계발될수록, 그래서 반야(지혜)바라
밀이 향상될수록, 더 나아질 것이다. 박태원(2013a:178)은 ‘일리 수용하기’의 성패는 ‘일리 식
별력’에 달려있다고 말하는데, 이 ‘일리 식별력’을 키우기 위해 불가피한, ‘광범위하고 중층적
인 식견’ 문제에 대해서는, ‘참나의 체화’ 정도를 높이는 것과 더불어,52) 화쟁선(禪)의 ‘학문사
변행’적 화쟁 탐구가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대처 방안이 된다.

中庸의 ‘학문사변행’(學問思辯行)을 윤홍식(2014a:282-83)은 ‘5단계 연구법’이라 부르며, 
그 과정을 ‘① 정보의 수집, ② 정보의 정확성 검토, ③ 정보의 체계적 정리, ④ 결론의 도출, 
⑤ 실전에 적용’으로 풀이한다. ‘몰입사고법’을 통해 대상에 대한 ‘참다운 지혜’를 얻고자 한다
면, 이 <5단계 연구법>을 ‘단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이 ‘연구
법’의 과정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①에서 확보되는 정보의 양과 질에 따라 메타인지적 ‘자명
찜찜’의 판단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최유진(2015:95-6)이 ‘화쟁의 방법’의 하나로 언급하
는 ‘여러 경전들의 내용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는 것’도 이 ‘학문사변행’에 포함된다. ‘학문사변
행’은 다른 탐구방식들과 회통이 아주 용이한 하나의 대표적 사례로 제시된 것일 뿐, 메타인
지적 6바라밀 분석과 어긋나지 않는 한,53) 화쟁선(禪)은 어떠한 다른 방법도 배제하지 않는다. 
오히려 보다 나은 화쟁적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식들과의 회통을 적극 모색한다. 윤홍식
(2014a:285)은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검토하는 ①ㆍ② 단계와는 달리, ③ㆍ④ 단계에서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의 전개가 중요’하므로, ‘① 명확하지 않은 것은 판단 보류, ② 몰입
에 용이하게 분할, ③ 자명한 것부터 개념 정립, ④ 자명한 개념들을 바탕으로 재조합’이라는 
데카르트의 ‘4단계 사고규칙’을 활용하라고 조언한다.54) 이는 화쟁선(禪) 실천에도 매우 유용
한 조언이다. 

‘메타인지적 6바라밀 점검’과 ‘학문사변행’식 탐구는 때로 ‘약식’(略式)으로 수행될 수도 있
다. 전자에서는 ‘선정과 지혜’, 후자에서는 박태원(2013a)이 ‘연기적 사유의 원효적 재현’으로 
인식하는, ‘일체의 조건 의존적 파악’이 이 ‘약식’에 해당한다. ‘학문사변행’이 거의 원형대로 
적용되는 다양한 예들이 있으나, 모범적인 한 사례만 보자. 박태원(2011)은 “원효의 화쟁사상” 
장에서, ‘화쟁 논리의 연구사 검토’를 통해, 화쟁에 대한 다수 연구자들의 다양한 주장들을 살
피고, 이를 바탕으로 ‘화쟁의 대상과 보편 원리의 가능성’을 탐색한 후, ‘원효 화쟁사상의 보
편 원리’들을 제시하고 있다(177-217). 이러한 과정은,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물론 아니지만, 
나름대로 ‘학문사변행’ 과정을 밟은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주장들의 ‘자명성
ㆍ정확성ㆍ타당성’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결과들에 불만족한(즉 다소 ‘찜찜함’을 느낀) 박
태원(2017b)은 발표된 연구들의 단계를 재검토하며, 즉 나름의 데카르트의 ‘4단계 사고규칙’의 
적용과정을 통해, ‘연기적 사유’로서의 ‘문(門) 구분에 의한 통섭(通攝)’이라는 새로운 화쟁 탐

52) 박태원(2013a:179): “종합적 식견은 ‘모든 쟁론의 인식적 토대를 초탈할 수 있는 마음의 경지(일심)’
와 연관되는 것이기도 하다.”

53) ‘자리해타’(自利害他)적인 방법은, 아무리 효과적인 것일지라도, 양심에 ‘찜찜하게’ 느껴질 것이다. 
54) 전성기(2018:29-3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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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55) 이러한 모범적인 탐구 사례들에도 불구하고, 화쟁에 대한 다양
한 논의들은 아직 충분히 화쟁이 되지 못하고 있다. 화쟁선(禪)이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정
답’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아니나, 문제해결 방향으로의 유의미한 진일보이다.

6. 맺음말

이제 선(禪)은 전통적인 불교적 이해에서 ‘영성의 계발과 실천 방식’으로 그 지평을 넓힐 필
요가 있다. 이러한 지평에서 화쟁선(禪)을 정의하면, <메타인지적 6바라밀 분석이 동반되는, 
‘학문사변행’적 화쟁이나 화쟁 탐구로서의 몰입과 몰입사고> 정도가 된다. 이 몰입/몰입사고
는 불교의 정혜쌍수, 유교의 거경ㆍ궁리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56) 확철대오의 견성 이후
에는 화쟁선(禪)이 더 원만해지겠으나, ‘찰나 삼매’를 통해서라도 영성지능인 양심지능을 잘 
활용하면 화쟁적 문제해결의 가능성이 그만큼 더 커질 것이다. 화쟁선(禪) 실천에서 참나와의 
접속은 약할 수도 일시적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자주 끊기더라도 계속 몰입해서 화쟁선
(禪)을 정성껏 실천해가는 것이다. 이는 주어진 화쟁의 여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한, 에
고의 부단한 ‘참나와의 거리교섭(또는 ‘협업’)’57)이고 ‘닦음’의 과정이다. 박태원(2013a)에게 
‘화쟁의 역할’은 ‘쟁론을 대체하는 답안’이 아니라 ‘쟁론을 풀어가는 방법론의 제공’이고, ‘그 
방법론의 토대는 조건적/연기적 사고방식’이며(215), ‘화쟁사상의 사회적 구현’은 ‘모범답안에 
접근할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론적 기여에 있다’(216). 화쟁선(禪)의 지속적 실천은 ‘학문사변
행’적 화쟁 탐구와 ‘메타인지적 6바라밀 분석’의 공조를 통해 화쟁적 문제 해결 역량을 키워, 
이 ‘모범답안에 접근할 가능성’을 더욱 높여줄 것이다. 

화쟁선(禪)은 양심선(禪)을 통해 원효선(禪)을 재해석하여 오늘의 다양한 화쟁적 문제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직관과 이성, 이성ㆍ감성ㆍ영성, 에토스ㆍ로고스ㆍ파토스의 회통적인 자리이
타적 탐구와 실천이다. 이는 원효가 화쟁의 목표로 삼았던 ‘귀일심원 요익중생’을 오늘의 화쟁 
상황에 알맞게 구현하는 것이다. 선(禪)은 이제 선정과 견성 중심의 예전 사고를 넘어, 다양한 
일과 삶의 현장에서 ‘닦고 실천하는 6바라밀선(禪)’이 될 필요가 있다. 6바라밀 점검은 묵시적
으로는 늘 이루어져야 한다. 컴퓨터에서 ‘알약’같은 백신 프로그램이 항시 돌아가듯이, 화쟁자
의 마음속에서 항시 돌아가고 있어야 한다.58) 그러다 직관적으로 뭔가 찜찜함이 느껴지면, ‘모
른다’를 통해 마음을 리셋한 다음, 명시적인 메타인지적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는 인문학
의 본령인 ‘반성적 성찰’이 화쟁선(禪)을 하는 내내 묵시적 혹은 명시적으로 이루어짐을 뜻한
다. 박태원(2013b:6-7)은 ‘붓다가 일관되게 권면하신 <일체 견해로부터의 자유로운 탐구>는 
모든 시간과 공간 범주의 불교 해석학에도 고스란히 적용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정설의 권
위를 확보한 그 어떤 불교 전통의 교리나 관점일지라도’ 그러하지만, 특히 ‘선불교 전통’에도 
그러한 ‘질문과 탐구가 더욱 필요하고 또 절실하다’고 그는 강조한다. 이는 원효선(禪), 그리고 
화쟁선(禪)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제 선(禪)은 불교, 나아가 종교의 테두리를 넘어 영성, 인문의 영역으로 과감히 나아가, 
이성ㆍ감성ㆍ영성의 다중지능적인 회통적 탐구와 실천을 해야 한다. 양심선(禪)에 크게 힘입
은, 원효선(禪)의 탐구는 원효의 화쟁을 화쟁선(禪)으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적절하고 타

55) 박태원(2017a, 2017b) 참고.
56) 윤홍식(2014b)은 유교에서 선비들의 ‘종신사업’이라는 ‘거경ㆍ궁리ㆍ역행’을 그는 ‘참나를 각성하라’, 

‘참나와 함께 결정하라’, ‘참나의 뜻대로 행동하라’로 해석한다.
57) 메이에르(2012:183)는 ‘수사’를 ‘주어진 문제에 대한 주체들간의 거리의 교섭’으로 정의한다.
58) 윤홍식(2018e)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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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선택임을 잘 보여준다. 원효의 화쟁 실천의 목적을 ‘일심에 근거한 의사소통’(158)으로 
이해하는 이근용(2015)은 ‘원효의 화쟁이 현대인들에게 의사소통이라는 관점에서 주는 시사점
이나 지혜는 적지 않지만, 화쟁의 진정한 실천은 인간과 우주의 실상에 대한 일정한 깨달음에 
이른 사람들이 펼칠 수 있는 경지라는 점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저어한다. ‘일심과 화쟁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일심에 이른 사람들이 화쟁을 펼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인 
것’도 그의 이런 염려를 뒷받침한다(177). 이는 사실 충분히 공감이 가는 염려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원효의 경지가 아니라도, 견성을 못했어도, 원의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화쟁의 
실천은 가능하다. 화쟁선(禪)은 바로 그러한 방향의 탐구이며 실천이다. 다만 그 닦음은 나날
이 깊어져, 화쟁적 문제해결에서 <자리이타>를 지향하며 ‘三空’의 경지로 나아가야 한다. 참나
(일심)에 대한 <개념+체험>의 닦음은 우리의 영성을 날로 더 깊어지게 할 것이다. 윤홍식
(2017d)에 따르면, ‘영원한 도(道)와 날마다 새로워지는 현상계가 만나면서 그때그때 계속 
<中>을 잡아가는 것이 중용’이다. 참나에 기반하여, 다양한 화쟁과 화쟁 탐구들에서 <자리이
타>를 지향하며, 6바라밀선(禪)으로 부단히 통찰적인 ‘중용의 길’을 모색하는 것, 이러한 <6바
라밀과 중용의 조화 추구>가 화쟁선(禪) 실천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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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 그레코 회화에 나타나는 서명의 수사학 

 

박정호(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이 발표에서는 16세기말, 17세기초에 활동한 스페인 화가 엘 그레코(El Greco, Domenikos 

Theotokopoulos)의 작품과 그가 작품에 남긴 서명을 통해 그가 르네상스 미술의 거장 미켈란젤

로에 대해 가지고 있던 경쟁의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나아가 이 경쟁의식이 미켈란젤로를 

넘어서려는 후배 미술가의 포부에서 나온 것일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회화와 조각에 대한 

엘 그레코의 생각을 드러낸다는 것을 밝히고자 합니다.  

 

엘 그레코라는 별명으로 더 잘 알려진 도메니코스 테오토코풀로스는 1541년 베네치아 식민지였

던 크레타섬에서 태어나 이콘화가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스물여섯살이었던 1567년, 그는 베네

치아로 건너가 티치아노, 틴토레토 등의 화풍을 섭렵하고, 1570년에는 로마로 이주해 7년을 보냈

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이렇다 할 작품 의뢰를 받지 못한 그는 1577년 펠리페 2세의 후원을 기대

하고 스페인으로 옮겨갔으나 국왕의 눈에 들지 못했습니다. 이후 정착한 톨레도에서는 거친 붓질, 

대담한 구도, 표현적인 색채가 특징적인 종교화들로 성공을 거둡니다. 각기 다른 시기, 성모의 죽

음과 승천을 다룬 비슷한 주제의 작품들을 비교해 보면 엘 그레코의 화풍이 극적으로 변모하였음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엘 그레코, <성모안식>, 1567년 이전; 엘 그레코, <성모승천>, 1577-79; 엘 

그레코, <무염시태의 성모>, 1608-13). 

 

엘 그레코가 화가로 성장하는 데 있어 이태리에서 보낸 10년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는 르네상스 

대가들의 작품을 매우 빠른 속도로 소화했는데, 그 가운데 미켈란젤로의 작품은 그에게 큰 영향

을 미쳤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엘 그레코가 그린 것이 확실한 유일한 드로잉을 들 수 있습니다

(엘 그레코, <낮>, ca. 1570). 이 작품은 미켈란젤로가 피렌체에 있는 산 로렌초 성당 메디치 경당

을 위해 만든 <낮>(1533)을 베껴 그린 것입니다.  

 

1570년경 제작한 엘 그레코의 <피에타>는 미켈란젤로가 다른 매체로 제작한 작품들을 참고로 

했습니다. 현재 피렌체 대성당 미술관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피에타>(ca. 1547-55)는 엘 그레코가 

로마에 있던 당시 로마의 피에르안토니오 반디니(Pierantonio Bandini)의 정원에 있었습니다. 다리

의 방향이 바뀐 것을 제외하면 예수의 뒤틀린 포즈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엘 그레코

는 또한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에 등장하는 니코데모를 성모 마리아로 바꾸어 놓았는데, 이는 

미켈란젤로의 드로잉 <피에타>(ca. 1538-44)에 등장하는 성모를 참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엘 그레

코는 이 예수의 포즈를 그 뒤에도 여러 번 변화시키며 반복하여, 미켈란젤로의 작품이 그에게 영

감의 원천이자 극복의 대상이었음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엘 그레코가 <피에타>에서 사용한 서명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화

면 좌측 하단에 그리스어로 “domenikos theotokopoulos epoiei”라는 서명을 남겼는데, 이는 도메

니코스 테오토코풀로스가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언뜻 보기에 특별할 것 없는 이 서명에서 “epoiei”



라는 단어가 무척 중요합니다. 이 말은 “만들다”라는 뜻의 동사 “poiein”의 반과거형으로, 엄밀히 

말하자면 “만들었다”보다는 “만들고 있었다”에 가까운 의미입니다. 현재까지의 연구에서는 이 차

이에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일관되게 그리스어로 서명했다는 점을 들어 화가가 

가지고 있던 그리스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작품에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주목했습니다. 

 

이 서명은 사실 미켈란젤로가 사용하여 유명해진 라틴어 서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미

켈란젤로는 1500년에 완성한 대리석 조각 <피에타>에 라틴어로 “MICHAELANGELVS BONAROTVS 

FLORENT[INUS] FACIEBA[T]”라고 새겨넣었습니다. 이는 “피렌체 사람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가 만

들고 있었다”는 뜻으로, 역시 faciebat, 즉 만들다라는 동사 facere의 반과거형이 사용되었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가슴을 가로지르는 띠에 새긴 이 서명은 미켈란젤로가 미술가로서의 자의식을 표

출하는 수단이자 자기 홍보의 수단이었습니다. 조르조 바사리의 미술가열전에 따르면, 미켈란젤로

는 이 작품을 사람들이 크리스토포로 솔라리(Cristoforo Solari)라는 다른 조각가의 작품으로 생각

하는 것을 알게 된 미켈란젤로가 뒤늦게 이 서명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는 이러한 형

식의 서명을 메디치가를 중심으로 모이던 지식인 가운데 한 명이었던 안젤로 폴리치아노를 통해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폴리치아노는 자신의 저서 미셸라네아(1489)에서, 로마의 멜리니 

저택에 있던 고대 조각상의 좌대에 epoiei라는 말이 명문 가운데 새겨져 있던 것을 보고는 플리

니우스의 박물지에 기록된 아펠레스와 폴리클레이토스를 떠올렸다고 언급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의 화가 아펠레스와 조각가 폴리클레이토스가 자신들의 서명에 이 반과거형 “faciebat” 즉 그리스

어로 “epoiei”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작품은 아무리 훌륭해 보일지라도 완성된 상태가 

아니며 따라서 자신들에 의해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다는, 일종의 겸손을 가장한 과시의 수단이

었던 것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faciebat”에서 마지막 글자 “t”를 생략함으

로써 고대 그리스 미술가들이 강조한 미완, 또는 진행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재치를 발

휘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피에타> 에 사용한 서명을 엘 그레코가 번안하여 사용한 데에는 이 작품에 대한 

바사리의 칭송도 한몫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사리는 죽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멎어버린 맥박과 

핏줄까지도” 실제의 몸처럼 생생하게 표현되었음을 칭송했는데, 이는 엘 그레코의 경쟁심을 자극

했음에 틀림없습니다.  

 

당대 최고의 미술가를 넘어서고자 했던 엘 그레코의 야심은 앞서 살펴본 <피에타>와 비슷한 시

기에 그린 <성전에서 상인들을 내쫓는 그리스도>(ca. 1570)에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기존

의 연구에서 이 작품은 우측 하단에 삽입된 르네상스 거장들의 초상 때문에 주목 받아왔습니다.  

 

화가는 우측 하단에 티치아노, 미켈란젤로, 줄리오 클로비오(이 인물은 당대 최고의 필사본 화가

로, 조르조 바사리가 “작은 미켈란젤로”라고 칭송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라파엘로의 초상을 넣었

습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 초상화들과 그림의 전체적인 주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해

석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관련없어 보이는 요소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져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는 거룩한 성전이 세상의 것

들로 더럽혀졌음을 개탄하며 환전상들과 희생제물을 파는 상인들을 채찍으로 내쫓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그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예수의 행동을 본 유다인들은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소?”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는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요한 2, 18-19)라고 대답합니다. 이는 물론 예수가 자신이 죽은 뒤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예견한 비유였습니다. 그러나 엘 그레코는 이 일화를 화가로서의 자신의 포부

를 밝히는 소재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17세기 로마의 저술가였던 줄리오 만치니가 

엘 그레코에 대해 남긴 다음과 같은 기록을 상기시킵니다.   

 

“그때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1536-41)에 묘사된 인물들에 옷이 덧그려졌다. 비오 교황이 

이 그림을 부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엘 그레코는 만일 이 그림 전체가 파괴된다면 자신

이 이것보다 아름답고 품위있는 작품을 새로 그리겠다고 장담했다. 이 말은 모든 화가들과 그림 

애호가들을 격분시켰고, 엘 그레코는 스페인으로 쫓겨갔다.” 

 

엘 그레코는 이 그림을 통해 기존의 제도, 관습을 넘어 새로운 미술을 제시할 것이라는 야망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엘 그레코 사후에 기록된 이 일화는 허구일 가능성이 높지만, 엘 그레코

가 미켈란젤로에 대한 경쟁의식을 공공연하게 비쳤던 것은 사실입니다.  

 

엘 그레코가 미켈란젤로에 대해 가진 경쟁의식은 선배 미술가를 넘어서고자 하는 후배 미술가의 

야망으로만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는 미켈란젤로로 대변되는 조각보다 자신의 

회화가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파라고네라고 불리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회화와 조각 중 어느 것이 더 우월한가에 대한 논쟁이었는데,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 레오나르도 다 빈치, 조르조 바사리 등 많은 미술가들과 이론가들이 각기 자신의 의견

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평가 기준은 눈에 보이는 사물과 세상을 어느쪽이 더 충실하게 

재현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먼저 조각이 회화에 대해 가지는 우위는 삼차원의 형태를 그대로 재현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회화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거울과 같이 빛을 반사하는 표면을 이용함으로써 회화 역

시 사물의 모든 측면을 재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령 바사리는 베네치아의 화가 조르조

네가 고여있는 물, 매끈한 갑옷, 거울에 반사된 이미지를 통해 남성 누드의 앞, 뒤, 옆 모습을 동

시에 볼 수 있는 그림을 제작했다고 전합니다. 이에 앞서 베네치아의 화가이자 이론가였던 파올

로 피노는 자신의 회화론에서 조르조네의 이 그림이 성 조지를 묘사한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

니다. 이 작품이 실제로 존재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비슷한 예로 파올로 피노의 스승이었던 

지롤라모 사볼도의 <갑옷 입은 남자의 초상>(ca. 1529)을 들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화가는 거

울 두 개에 반사된 이미지를 이용하여 인물의 뒷모습과 옆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면 인물의 손과 

소매는 화면 전경에 벗어놓은 갑옷의 볼록한 표면에 따라 왜곡되어 반사된 모습까지도 재현했습

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주목받지 못했으나, 엘 그레코 역시 반사된 이미지의 재현을 중요하게 다루었

습니다. 예를 들어, <옷을 벗기우는 그리스도>(1577)에서 화면 왼쪽에 서있는 롱기누스는 갑옷을 

입고 있는데, 그 표면에는 예수의 붉은 튜닉, 그 옆 형리들의 흰색 앞치마와 흰 소매가 반사되고 



있습니다. 엘 그레코의 대표작으로 잘 알려진 <오르가스 백작의 매장>(1586-88)에서는 반사된 이

미지의 묘사가 한층 두드러집니다. 이 그림의 주인공인 곤살로 루이스 데 톨레도의 시신에는 갑

옷이 입혀져 있습니다. 갑옷의 목부분에는 시신의 상체를 잡고 있는 성 아우구스티노의 얼굴이, 

그리고 갑옷의 가슴 부분에는 뒤에 서 있는 산티아고 기사단 회원의 손과 성 스테파노의 얼굴과 

상반신이 비칩니다. 갑옷의 왼쪽 어깨에는 성 아우구스티노의 영대에 수놓인 성 야고보의 이미지

가 어렴풋이 반사된 모습입니다. 반사된 이미지의 중요성은 엘 그레코가 남긴 글에서도 드러납니

다. 그는 고대 로마의 건축가이자 이론가인 비트루비우스의 건축론의 여백에 미술과 건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는데, 그 중에는 “반사된 이미지는 전체를 드러내는 그림자”라는 구절이 있

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회화가 눈에 보이는 세상을 총체적으로 모방할 수 있는 유일한 예술이

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회화가 조각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의 또 다른 근거는 색채의 효과였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이태리

에서는 고대 그리스, 로마의 예를 따라 대리석이나 청동으로 제작된, 채색되지 않은 조각만이 순

수 예술로 취급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상에 생동감을 부여하는 색채는 회화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엘 그레코가 직접 제작한 채색 목조각들은 주목할 만합니다. 현재 엘 그레코가 만든 

것으로 알려진 작품은 네 점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프로메테우스의 동생이

자 판도라의 남편인 에피메테우스를 묘사한 작품(1600-10)은 미켈란젤로와의 관계에서 중요합니

다. 들어올린 왼팔과 늘어뜨린 오른팔, 왼쪽 어깨 너머를 바라보는 자세는 미켈란젤로의 <다윗

>(1501-1504)을 염두에 둔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엘 그레코는 색채를 통해 르네상스 조각의 모

범으로 여겨지던 작품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사리가 쓴 미술가열전의 여백에 남긴 엘 그레코의 코멘트들은 미켈란젤로의 색채 구사 능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는 “[미켈란젤로가] 색채를 눈에 보이는 대로 재현하는 데 재능이 전혀 없

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깎아내렸습니다. 17세기 스페인의 화가이자 이론가였던 프란시스코 파

체코는 1649년 출판한 자신의 회화론에서 엘 그레코와의 대담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1611년 도메니코 그레코에게 회화에서 채색이 더 어려운지 소묘가 더 어려운지 질문했을 때 그

는 채색이라고 답해 나를 놀라게 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회화의 아버지’인 미켈란젤로에 

대해 존경심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미켈란젤로가] 좋은 사람이었지만 유화를 그릴 줄

은 몰랐다고 말했다.” 

 

색채를 사용하는 회화를 통해 조각 작품보다 더 실제에 가까운 환영을 창조하고자 했던 엘 그레

코의 목표는 <순례자 복장의 사도 성 야고보>(ca. 1590)에서 드러납니다. 금빛 감 안에 서 있는 

성 야고보의 모습은 실제 인물을 묘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발 아래 배치된 좌대를 보면 조각품을 

재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스페인에서 제단화의 일부로 채색 목조각을 사용하던 전통

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6세기의 조각가 알론소 베루게테가 제작한 산 베니

토 엘 레알 성당의 주제대에는 성인과 예언자들의 전신 입상을 넣은 금색 감이 여럿 포함되어 있

습니다.  

 



미켈란젤로를 끊임없이 의식했던 엘 그레코는 조각에 대한 회화의 우월성을 역설하는 작품을 제

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스페인의 채색 목조각 전통이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직접 채색 목조각을 제작하기도 하고, 채색 목조각을 2차원의 평면으로 옮기기도 하면서 회

화와 조각을 종합한 새로운 미술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미술가들, 르네상스 시대의 

미켈란젤로를 상기시키는 독특한 서명은 이러한 그의 야망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시각적 장치였

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술과 수사학

- “알베르티의 회화론”을 중심으로 -

Prof. Dr. 이재원 (한국외대)



0. 문제제기

“[문학에서와는 달리] 시각 혹은 조형예술과 수사학의 관계는 첫눈에 그다지

자명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 오늘날의 미적 담론에서 장르간의 ‘탈경계

(Entgrenzung)’, 혹은 장르간의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ät)이란 개념이 별다

른 무리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기는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조형(시각)예술과

수사학의 관계에 대해 논의해 볼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다시 말해 애초에

말과 글의 체계를 의미했던 수사학이 전혀 다른 기호나 매체로 표현된 회화 및

조형 예술에 적용시킬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하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

이다.



실제로 수사학의 역사에서 미술이나 다른 예술 전반에 대해 본격적으

로 언급한 부분은 상당히 드물고, 있다 해도 부차적이거나 지엽적으로

머물고 있다. 대부분 철학자이기도 했던 수사학자들은 손으로 하는 작

업을 경시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조형(시각)예술에 대해서

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중세 이후의 학문 체계에서 미

술은 조각이나 건축과 마찬가지로 기술(ars mechanicae)의 영역에 속

하는 것으로, 인문학 삼과(Trivium: 문법학, 수사학, 논리학)나 자연과학

사과(기하학, 산술, 천문학, 음악학) 중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데서

도 잘 나타난다.” (안미현 2004: 1).



1. 왜 알베르티인가?

“알베르티는 르네상스인들이 이상으로 추구했던, 그리고 후대가

르네상스의 신화로 부추겼던 인간에 대한 새로운 유형을 실현한

다. 그를 일컫는 보편적 인간umo universale의 개념은 인간과 우

주, 인간과 역사, 인간과 공동체에 대한 활력적인 관계의 자각이

기름진 인문주의 토양에서 거두어낸 결실이다.” (노성두 1998:

125 이하)



Leon Battista Alberti (1402-1472)

- 1404년 제네바 (원래 피렌체의 귀족 가

문에 속했으나 선대에 추방)

- 1416년 파도바에서 인문학자이자 수사학

자인 가스파레 바르지차에게서 수학

- 1421-28 볼로냐 시민대학에서 법학수

업, 기하학과 수학에 관심

- 1432 교황 에우제니우스의 비서

- 1435 “회화론”

- 1440부터 교황 니콜라우스 5세의 로마

재건 프로그램 건축고문으로 참여

- 1443 “건축론“

- 1452 “조각론“

- 1458 피렌체의 산타마리아 노벨라 교

회 정면 개축

- 1470 만토바에서 선 안드레아 성당 건

축 설계



“알베르티의 회화론“ (알베르티: 1435/1998) 

“3권으로 나누어지는 이 책의 1권은 우미하고 고귀하기 이를 데

없는 회화 예술을 자라나게 하는 자연의 뿌리인 수학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고, 2권은 예술을 예술가의 손에 맡겨서 회화예술을 구

성하는 여러 요소들을 분류하고 또 여기에 관련되는 모든 문제들

을 해명하며 3권은 회화예술의 모든 지식을 획득하고 작품을 완

전하게 실행하기 위해서 모름지기 화가가 익혀야 할 능력과 의무

의 과제와 방법을 가르칩니다.” (서문: 15). 



2. ‘재주‘ 또는 ‘학습’ 

“우리 알베르티 가문이 오랫동안 겪어야 했던 긴 추방 생활에서

영광스러운 옛 조국 피렌체로 귀향한 나는 많은 천재들 … 을 만

났는데, 이들이 모두 자기 분야에 있어 칭송할 만한 재능을 소유

하고 있을뿐더러, 고대의 유명한 예술에 비해서 조금도 뒤처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한 분야에서 영광과 덕목

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연의 천품과 시대를 잘 타고 나는 것도 중

요하겠지만, 스스로의 노력과 땀이 모자라서는 안 된다고 나는 늘

생각해 왔습니다.” (서문: 13)



“회화예술의 첫걸음을 딛을 때나 꼭대기에 올라섰을 때나, 그리

고 대가를 이루기 위해 밟아야 할 모든 학습 단계에서, 화가가 자

연의 교훈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

다. 부지런함과 끈기 그리고 학습을 통해서 완전히 예술이 탄생한

다는 교훈입니다. 나는 글쓰기를 처음 배우는 어린이들이 어떻게

하는 지를 보았는데 ... 학습의 열성과 노력을 공연히 소모하지 않

으려면 어리석은 자들이 저지르는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조

심해야 합니다.” (108 이하).



수사학은 재주 또는 학습인가?

• 수사학 정의에서의 ‘재주’: 

“정치학이라는 과학적 체계가 있는데, 이것은 많은 중요한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것들 중 크고도 중요한 부분이 재주의 규칙들에 의거한 말솜씨인데, 이를 사람들

은 수사학이라고 한다.” (키케로 1986: 1권6절)

수사학은 “훌륭한 말 재주 ars bene dicendi“ (퀸틸리아누스 1975: 2권 17장 37절); 

“가장 아름다운 업적인 수사학이 어떻게 그렇게 숭고한 높이까지 다다를 수 있겠느

냐고 반문하면서, 건축술이나 직조술을 재주로 여기는 사람이 수사학을 재주로 여

기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초보적인 감수성에만 보더라도 맞지 않는 일이라 반박하

고 있다.” (양태종 1991: 22 참조).



• 수사학과 학습: 재주는 학습대상

-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이상학”(981b)에서 재주가 가르쳐질 수 있다는 사실

을 밝히고 있다.

- 수사학이 학습대상이 된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에서도 입증됨: “이소크라테

스의 수사학교가 당시 온 그리스에 그 명성이 자자했다는 것, 그래서 키케

로도 그를 ‘수사학의 아버지’(웅변가에 관하여 2, 10)라 부르며, 그의 집을

‘수사학의 작업장‘(‘웅변가’ 41절)이라 부르고 있다. 이래서 ‘가장 중요한 수

사학교 창시자‘(M. Fuhrmann 1987: 24)로 여겨지는 이소크라테스만 보더

라도 수사학이 교과목임을 알 수 있다“ (양태종 1992: 25).  



“나는 그들에게, 탁월한 웅변가가 되기 위해서는, 혹은 공적인 일을

처리하거나 아니면 그 어떤 영역에서건 탁월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이 종사하고자 하는 영역에서 선천적인 재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둘째로, 해당 영역의 주제에 관한

훈련을 받고 그에 관한 지식에 정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배운 것을 활용하고 적용하는 데에 숙달되도록 많은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이 세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그들은 그들이 종사하고

자 하는 영역에서 완벽한 자격을 갖출 수 있으며 탁월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소크라테스 “안티도시스” 187).



“모든 활동분야들에서, 무성보다도 웅변의 기술 분야에서, 명성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에 의해서 획득됩니다. 운이

좋아 웅변술을 선천적으로 타고난 사람들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도 운에 따르려고 하지만, 그에 반하여 이 능력을 철학 공부와 이

성의 단련으로 습득한 사람들은 결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으며,

따라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훨씬 적습니다.” (이조크라테스 “안

티도시스” 292)



3. 훌륭한 품성교육으로서의 미술

“그 시절[그리스·로마시대], 그러니까 귀족과 평민들 그리고 배우거나 배우지 못한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림을 보고 즐기며, (그들이 정복한) 식민지로부터

옮겨 온 그림과 조각들을 최상의 전리품으로 알고 이곳 저곳 극장마다 즐비하게 전

시하던 그 당시에는, 화가와 조각가들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

리하여 에밀리우스 파울루스를 위시해서 적지 않은 로마 시민들은 선하고 아름다

운 삶을 위해 자식들에게 꼭 필요한 예술 교육의 과목으로 미술을 빼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미술 교육은 훌륭한 품성 교육으로 (로마 시민들뿐 아니라) 고대 그리스

인들 사이에서도 크게 유행했다고 합니다. 그리스인들은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

려면, 기하학, 음악과 더불어 미술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림을 그릴 줄

아는 것은 여성들에게도 명예스러운 일로 간주되었습니다 …



그리스인들이 회화를 얼마나 명예롭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는지는

그들이 칙령과 법령을 제정해서 노예들이 그림을 배우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는 사실에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회화는 재능

있는 자유 시민과 고귀한 영혼들에 의해 추구될 만한 가치가 충분

하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하겠습니다. 그

림에 대한 재능이 비단 학식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학식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서도 드물지 않게 발견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림을 보고 기뻐할 줄 아는 품성 하나만 가지고도 그가 모자람이

없는 완전한 영혼을 소유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62 이하).



“말이 난 김에 나의 경험을 하나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저것 할 일에 밀려서

심신이 쫓기다가도 잠시 여유가 생기면 나 혼자의 즐거움을 위해서 붓을 드

는 일이 간혹 있었는데, 그림을 그리고 있노라면 그 재미에 푹 빠져 있다가

나중에야 서너 시간이 후딱 지나갔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는 적이 놀라곤

했습니다. 이렇게 회화예술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고, 대가

가 된 사람에게 찬사와 재물과 불멸의 명성을 가져다 줍니다. 앞에서 말했던

대로 회화는 만물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데 있어서 어떤 다른 수단보다 적합

하며, 유구한 전통을 가지고 있을뿐더러, 자유시민의 품격에 잘 어울리고, 학

식의 깊고 얕음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사랑 받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배움에 열성적인 젊은이들에게 힘껏 회화에 전념하라고 권유

합니다.” (64 이하).



4. logos

“나는 화가에게 가능한 한 모든 자유학예arti liberali를 고루 섭렵하라고 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하학을 배워야 합니다. 고대의 뛰어난

화가 팜필로스Panfilo의 가르침을 인용하겠습니다. 어린 귀족 자제들이 그에

게 그림을 배우러 왔다고 합니다. 첫 수업에서 팜필로스는 ‘화가는 기하학을

모른다면 결코 그림을 제대로 그릴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기하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회화의 기법을 완전하고 철저하게 설명한 이 책의 구체적

인 사항들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하학에 문외한인 사람

은 이 책의 내용뿐만 아니라 회화의 어떤 법칙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

므로 화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기하학을 공부해야 한다고 나는 단정합니

다.” (104)



알베르티는 회화론 제1권에서 수학과 기하학의 원리를 이용한 원근법으로 과학적 회화의

개념을 세움.





알베르티 회화론 제1부를 로고스와 관련 짓는 이유

-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에서 로고스 개념을 발전시키는 마지막 단계는 논리적 증명의 발

달과 부합하는 체계적인 화제들을 공고히 하는 것이다. (Slone 2001: 459 이하 참조). 

- 회화론 제1부는 유클리드 기하학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 유클리드 기하학은 그것에 내포된 실제의 수학보다는 에우클레이데스가 그 수학을 소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사용했던 체계적인 방법에 그 중요성이 있다. 공리-연역법이라고 하는 이 방

법은 약 2,000년 동안 다른 많은 수학적 연구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한 모형으로 사용되었다.

총 13권인 에우클레이데스의 〈기하학 원본 Stoicheia〉은 평면과 입체 기하도형의 여러 가지

측면과 그들의 측정 및 상호관계를 다루었다 … 그는 10개의 공리와 공준에서 465개의 정리

또는 명제들을 연역했다. 이것은 '유도된 정리에 대한 참(truth)은 공리 및 공준이 참인 것에서

나온다'는 공리적 방법의 위력을 최초로 입증한 것이다. (다음백과)



“점은 더 이상 부분으로 분할되지 않는 기호라는 것입니다 … 여러 점

들을 일정한 순서로 늘어놓고 서로 연결시키면 하나의 선이 그어집니

다 … 선에는 직선과 곡선이 있습니다. 직선은 한 점과 다른 점 사이를

곧게 연결한 선으로, 길이 형태의 기호입니다. 곡선은 한 점에서 다른

점까지 곧게 연결되지 않고 휘어 놓은 활처럼 굽은 선을 말합니다. 수

많은 선들이 직물처럼 배열되면 하나의 평면을 이룹니다. 평면은 물체

의 바깥에 위치하는 일정한 부분으로, 길이와 폭으로만 이루어질 뿐

깊이를 가지지 않으며, 저마다의 성질을 소유합니다. … 원 … 원점 …

지름 … 중심선 … 각 … 직각 … 둔각 … 예각 … 중앙광선 …. 중심광선

… 면적 … ” (20 이하)



5. ethos

• “수학자들은 사물의 형태를 측정할 때 물질적 상태 materia에는 관심이 없

고 오직 이성적 능력 ingegno만 중시합니다. 그러나 우리(화가들)은 사물

을 보이는 대로 놓고 본다는 점이 다릅니다. 말하자면 (수학자들보다) 훨씬

기름진 지혜 grassa minerva를 사용하는 것이지요.” (19)

• 위와 같이 “키케로의 ‘우정에 관하여’(5장 19)에 나오는 표현을 알베르티가

차용한 것은 주제에 접근하는 그의 인문주의적 방식을 드러낸다. 원 뜻은

‘살진 미네르바 여신’이지만, 이 책의 집필 의도가 수학자들의 논문과는 다

르게 보다 많은 독자들을 겨냥한다는 의미로 씌었기 때문에 ‘기름진 지혜’

로 번역했다.” (노성두: 19)



• “회화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찾아 볼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 눈앞에 데려다 주고, 이미 몇 백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일지라도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처럼 생생하게 보여 주는 신적 능력

forza divina을 가지고 있어서, 그 능력은 흡사 우정 amicitia의 힘에 비견되곤 합니다.” (40)

• “우정은 큰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의심할 여지없이 그 점에서 그 모든 것을 능가하는 것은 우

정은 미래를 향하여 밝은 빛을 투사하여 영혼이 불구가 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해 준다는 것이

네. 진정한 친구를 보는 사람은 자신의 영상을 보는 것이네. 친구는 그 자리에 없어도 그 자리

에 있는 것이라네. 그리고 그는 가난해도 부자며, 약해도 강하며, 말하기 좀 거북하지만, 죽어도

살아있다네. 그만큼 그의 친구들이 그를 존경하고 기억하고 그리워하기 때문이네. 그래서 죽은

사람은 죽어서도 행복해 보이고, 살아 있는 사람들은 칭찬 받을 만해 보이는 것이라네.” (키케로

2002: 119).



• 화가의 임무: 에토스(를 가지고 사람을 설득)

“화가의 임무는 이렇습니다. 평면적으로 관찰한 어떤 물체를 화면이나 벽면 위에 선으로 (윤곽을) 그

리고 색을 입혀야 하는데, 얼마간의 거리를 두고 적당한 시점에서 보았을 때 (평면 위에) 그려진 물체

가 마치 부조처럼 (배경 면에서) 돌출하여 실물을 방불케 해야 합니다 ... 화가들이 이 점을 명심하고

노력한다면 그들의 그림은 보는 이의 눈을 즐겁게 할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감동 시킬 수 있을 것입

니다 ... 화가가 이 모든 임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품행을 정숙하게 가다듬고 힘

써 학식을 연마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성실한 직업정신이나 예술성보다 그 사람의 인감 됨이

더 높이 평가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화가가 명성을 획득하는 데 많은 사람들의 호의가

큰 힘이 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예술에 대한 안목은 대단할 것 없이 막

연한 호감만 품고 있는 돈 많은 재산가들이, 작품으로는 더 낫지만 품행이 좋지 않은 화가를 모른 척

제쳐 두고 오히려 겸손하고 싹싹한 화가들에게 보상을 내리는 경우는 우리는 드물지 않게 봅니다. 그

러므로 예술가는 상냥하고 인간미 넘치는 좋은 성격을 갖추는 것이 득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의 호감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화가들로서는) 빈곤에 대적하는 든든한 힘이요, (고된) 수련 과정

에서 최상의 도움이 됩니다.” (103 이하)



6. pathos
“역사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그림 속에 등장하는 인물 자신의 마음

이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비슷한 것을 따라가는 동화력은 동화력은 다름아

닌 자연으로부터 말미암은 본성이기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보면

따라서 울고, 웃는 사람을 보면 같이 웃고, 고통 받는 사람을 보면 그 고통을

나누게 마련입니다. 마음의 움직임은 몸의 움직임을 빌려서 나타납니다. 슬

픔에 잠긴 사람의 경우, 근심이 그를 짓누르고 고민이 어깨 위에 걸터앉아서

기력과 감정이 탈진해 보리기 때문에, 제대로 가누기조차 힘든 핏기 없는 지

체들이 무겁게 늘어져서 느릿느릿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84)



“(화가는) 자연의 완전한 모범들을 따라야 하며, 무엇보다도 (그림

을) 보는 사람들을 그들이 (그림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몸의 움직임)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마음의 움직임의 표현)까지

읽을 수 있도록 이끄는 경지를 배워야 합니다.” (85)

“여기에서 우리는 움직임에 관한 설명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지나

갑시다. 움직임 가운데 하나는 감정affezioni이라고 불리는 마음

의 움직임입니다. 괴로움, 즐거움, 두려움, 그리움 그리고 이와 비

슷한 감정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른 하나는 몸의 움직임입니

다.” (88)



7. inventio
“[자유학예, 그 중에서도 기하학을 열심히 공부한 후] 나아가서 화가는 시인, 수사학자들과 친숙하게

교류해야 합니다. 그들이 구사하는 많은 예술적 기교들은 화가들(에게 필요한 소양들)과 공통점이 있

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넓은 분야에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어서, 화가가 어떤 역사화를 아름답게 구

성하려고 할 때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훌륭한 역사화는 줄거리의 창안inventione에서 비롯되기 때

문이지요. 아름다운 창안은 그림으로 그려지기 이전 상태의 창안 자체만으로도 아름답다는 사실만 보

아도 그 중요성을 실감하게 합니다. 우리는 화가 아펠레스Apelle가 그렸다는 모함calupnia(의 알레고

리)에 대해 기술한 시인 루키아노스Luciano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감탄합니다.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화가에게 창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관심을 일깨우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

합니다. 아펠레스의 그림은 이랬다고 합니다. ... 훌륭한 창안들은 이처럼 화가에게 얼마나 큰 칭찬을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나는 화가가 시인, 수사학자 그리고 비슷한 종류의 학문에 깊은 학

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친분을 두텁게 하는 일에 힘쓰도록 권유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들

은 한편으로 화가에게 (역사화의) 새로운 창안들을 선사하고, 다른 한편으로 화가가 그림의 줄거리를

아름답게 구성하여 작품의 명성과 찬탄을 획득하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105 이하).



“최후의 만찬“ (1495-1498) 



1) 다빈치가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해 그림. 460/880cm. 프레스코화로서 밀라노

그라찌 수도원 식당벽에 설치됨. 1495-1498 제작

2) 구성상의 요점: 12제자의 모습과 감정이 잘 표현됨. 그림의 각 요소가 관객의

시선을 그림 중앙의 점(예수의 머리)로 향하게 함.

3) 다빈치의 구상: 예수가 제자 중의 한 명에게 배신 당하기 전날 밤, 그들과 함

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말하고 그들의 발

을 씻어 줌-평등의 상징. 한 명의 제자가 배신한다는 선언을 한 후의 충격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의 광경을 표현함. 안드레아는 두 손을 올리며 그만두라

는 표정. 유다는 작은 가방을 쥐고 있음. 베드로는 화가 나 있으며, 예쁘장한

요한은 기절할 듯. 예수는 조용히 앉아 있음. 토마스는 흥분해 있고, 야고보는

놀라고, 빌립은 예수에게 해명을 요구함. 시몬은 이러한 상황을 설명.



“역사화를 시작하려 할 때, 우리는 어떤 양식modo(각주: 음악에

서 나왔다고 하는데 ... 수사학의 연설 종류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

이 더 정확할 듯...), 어떤 구성 배치odine를 놓아야 그림이 그럴듯

하게 보일지 궁금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착상concepti을 잡고,

밑그림modelli을 완성합니다. 여기서 착상과 밑그림 작업은 그림

전체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일부분에 국한되어 실행되기도 합니

다.” (117)



8. dispositio

“이제 인체들을 만든 (인물) 구성을 다룰 차례입니다. 마침내 화가의 재능이

마음껏 발휘되어서 찬사를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 역사와에 등장하는 인물

들은 체구의 크기에 있어서나, 서로 주고받는 행위의 상관성에 있어서나,

(인물 구성이) 부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도록 처리해야 합니다. 연회를 마치기

무섭게 싸움을 벌이는 켄타우로스를 그리면서 야단법석이 벌어지는 소란의

와중에 캔타우로스 하나가 술기운에 취해서 세상 없이 곤하게 잠들어 있는

모티프를 굳이 (인물 구성에) 끼워 넣는 화가가 있다면 어딘가 모자라는 사

람일 것입니다 … 그림의 모든 등장인물들은 역사화에서 제각기 담당하는

부분에 따라 (재현된) 크기나 (분담된) 역할이 서로 (자연스럽게) 어울려야

합니다.” (80)





8. decorum
• “지체들을 구성할 때 (전체적으로 통일된) 성격spetie이 일정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예컨대 (미인)

헬레나나 이피게니아의 손등을 거칠고 쭈글쭈글하게 그린다든지, (영웅 전사) 네스토르가 아기자기

한 가슴에다가 목을 우아하게 빼고 있다든지, (미소년) 가니메데스의 이마에 굵은 주름살이 패고 짐

꾼처럼 장딴지가 우람하다든지, 용자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용맹을 지닌 밀로가 버들가지처럼 나긋

나긋한 허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린다면, 그야말로 기구하고 절창한 변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얼굴은 뽀얗게 피어서 생기가 넘치는데, 수족은 여위어서 고목처럼 말라 있다

면 가히 꼴불견이라고 할 것입니다. 베르길리우스의 서사시에 보면 아카메니데스가 섬에서 에네아

스에 의해 발견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르길리우스가 기술한 대로 아카메니데스의 얼굴을

(여위게) 그리면서 몸의 다른 지체들은 전혀 살이 내리지 않고 떡하니 벌어진 체구를 그래도 놓아

둔다면, 그런 그림은 한바탕 웃음거리밖에 기대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체는 (재현

대상의) 성격과 잘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아가서 나는 지체들의 채색도 한 가지가 되었

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굴은 순결한 장밋빛으로 타오르듯 아름다운데 가슴부위나 다른 지체들이 꼬질꼬질하고

역겨운 색으로 처리되었다면 (색 처리가) 서로 안 어울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체들의 구

성에서는 앞에서 말 한대로 (재현 대상의) 크기, 기능, 성격, 색의 실행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나 그 자체의 격dignita에 맞게 그려야 합니다. 비너스 여신이나 미네르

바 여신이 승려의 고깔모자를 머리에 뒤집어쓰고 등장하거나, 마르스 신과 제우스 신이

(하늘거리는) 여성의 의상을 걸치고 나타난다면 격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고대의 화가들

은 예컨대 (쌍둥이 형제) 카스토르와 풀룩스를 그릴 때, 두 사람이 한편 서로 쏙 빼 닮았지

만 그 가운데 하나는 호전적으로, 다른 하나는 기민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첨 (보는 사

람이 구분할 수 있도록) 그리려고 공을 들였습니다. (절름발이 신) 불카노스가 옷을 입고

있어(서 보이지는 않아)도 절룩대는 다리의 표정을 (옷 주름 뒤에) 실감나게 살려 내려고

애썼습니다. 고대의 화가들은 어떤 대상을 재현하든지 그것의 기능, 성격, 성질에 어울리

는 표현을 찾아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했던 것입니다.” (77 이하).



고대 수사학에서 decorum

“decorum의 기본 발상은 연설이 화자, 주제, 청중, 시기, 매체의 특성

과 어울리지 않는 경우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수사법에 관한

고전적인 안내서에서는 부끄러움을 느낄 때 성급하게 말하지 말고, 심

각한 사안에 대해 가볍게 말하지 말며, 대중에게 말 거는 방식으로 의

원에게 말하지 말고, 의회에서 하듯이 법정에서 주장을 펴지 말며, 글

쓸 때와 말할 때 같은 길이의 문장을 사용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그런

충고가 설득상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충고를 따르지 않

는 사람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 (Sloane 2001: 199)



“decorum은 예술적 장르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무엇이 적합한가라

는 질문이 되었다 … 호라케의 Ars poetica는 문학적 decorum에 대

해 최고의 독자적인 진술을 제공한다. 이 작품은 … 명백히 꼴사나운

글들을 조롱하면서 시작된다 (1-5). 좋은 예술은 인생을 있는 그대로

그려내는 모방 규칙을 따른다는 것이며 (361-362), 어법은 발화자에

게 적합해야하고, 묘사되는 대상자들의 나이와 시대에 걸맞아야 한

다는 것이다. 주제 선정은 작가 능력에 적절해야 한다는 것이며 (14-

15, 38-41), 작품은 발전된 심미안을 반영해야 하며, 고상한 청중의

특성을 묘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Slone 2001: 206)



decorum은 고전 문헌에서 문체의 4가지 주요 덕목 가운데 하나로 간

주되었으며, 작가에 따라 그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내세웠다. 이 개념은

그리스어에서 to prepon으로 표현되었으며 (prepei에서 유래하며 조

화를 뜻한다), (보통 시기적인 적절성을 가리키는) harmottein이나

kairos와 같은 다른 용어와 함께 등장했다. prepon은 원래 돋보임을 나

타내는 말이었는데, 적합성을 가리키는 동시에 사회의 사회적 조직을

반영하는 전문 용어가 되었다 … decorum은 고전 작가들에게서 먼저

사용되었는데, 그 가운데 어떤 이는 다음과 같은 키케로의 의견을 이

해했다: “인생에서처럼 연설에서도 무엇이 적합한가를 결정하는 것보

다 더 어려운 것은 없다” (키케로 “Orator” 70, Slone 2001: 200 이하).



9. 상대성

“인간은 만물의 척도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이 만물의 기준율이요 척도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의 의도를 헤아리면 아마도 만물의 우연적 속

성은 인간의 우연적 속성과 비교됨으로써 인식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어떤 사물을 얼마나 작게 그려야 하는지,

그림에서 어느 정도의 크기가 적당할지 가늠하려면, 우선 그림에 같이

등장하는 어떤 인체 하나를 기준으로 삼고, 여기에 크기 비례를 맞추

어 작업하는 것이 좋다는 뜻입니다. ” (40)



10. 마무리

알베르티의 회화론을 고대 수사학과 비교한 이유: 고대 수사학이 진정한 수

사학이라고 간주되기 때문. “중세의 수사학은 다른 학문들처럼 신학의 하녀

로 전락하는 바람에 그 유용성 및 통용성이 제한되었을 뿐만 아니라, 발전의

토양마저 잃고 있었다. 수사학은 민주주의라는 자양분 많은 토양에서 자라

나는데, 자기보다 강한 사람을 공격해도 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 그 성장이 멈출 수 밖에 없었다. 그것이 근세에 들어와서 의회민주주

의의 성립과 더불어 새로이 거듭나고 있기에, 현대 수사학의 이해를 위해 우

리가 기댈 수 있는 곳은 고대 뿐이다. 그래서 수사학의 고대는 우리에게 정

신적 위안처인 셈이다.” 양태종 (1992: 102).



“보길도 행” (이재원 2018)
(“안좌도가 보이는 풍경”)

(제2회 교직원미술대전 2018.3.24-
4.1,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대 명 포 구

바람을 그리려 포구로 나갔더니

바람은 뵈지 않고

구름들

배들

표표한 깃발들

괭이 갈매기들

그리고

그

하릴없는

그리움들

(제36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선.)

대 명 포 구

바람을 그리려 포구로 나갔더니

바람은 뵈지 않고

구름들

배들

표표한 깃발들

괭이 갈매기들

그리고

그

하릴없는

그리움들

(제36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선.)



아야진 항

새벽 으스름에

등불 달린 마스트들이

추위를 타고

파도와 발동기 소리

하급선원들의

심한 북부 방언들이 뒤섞여 있다.

정박이 마무리되는

닻 들어오림

“출항을 위하여”라고

그들은 건배했다

(제1회 교직원미술대전 입상. 세종문화회관 (2017. 4)



“누워있는 여인” (2009)

“누워있는 여인” (2009)



2017년 제35회 세계미술교육학회 초대전 (대구 EXCO 전시장)

“작약도가 보이는 풍경＂



“해운대가 보이는 풍경”(30F)

(제1회 부산국제미술대전 입선, 2018.12.4.-6. 부산문화회관 대전시실)







“덕대풍경”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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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득의 드라마, 플라톤의 크리톤의 수사적 전략
 

1. 들어가며

플라톤의 대화편을 플라톤 당대의 소피스트 및 수사학과의 생산적인 대결로 읽을 수 있는 여
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다. 플라톤의 고르기아스
에 대해 일찍이 키케로는 연설가에 대하여에서 “이 작품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플라톤이 연
설가들을 놀리면서도 자기 스스로 대단한 연설가라는 증거를 보여주었다는 것”(1.11.47)이라
고 쓴다. 그런데 플라톤이 스스로 대단한 연설가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은 고르기아스에서
만이 아니다. 고대수사학의 탄생기 소피스트와 동시대인으로서 수사학의 역사에서 가장 강력
한 수사학의 비판자로 알려져 있는 플라톤은 수사학의 비판자이기 이전에 수혜자이며 여러 대
화편에서 수사적 연설가임을 드러낸다(김영옥 2017, 28). 
이러한 문제의식을 견지하면서1) 이 논문은 플라톤의 개별 대화편에 대한 수사학적 텍스트 분
석의 일례로서 크리톤2)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크리톤은 소크라테스의 최후를 그린 플라톤
의 4부작3) 가운데 하나로서 소크라테스가 자신의 죽마고우 크리톤4)의 탈옥 권유를 듣고 그에 
대해 크리톤을 다른 방향으로 설득해야만 하는 수사적 상황에 직면해서 두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연설하는 설득의 드라마이다5). 플라톤의 크리톤은 세 가지 설득 시도로 구성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1) 크리톤이 소크라테스에게 탈옥을 권유하는 조언연설 부분(44b-46a) 
(2-1) 그에 대해 소크라테스가 다른 대화편에서 늘상 하듯이, 반대 논거를 내세우고 대화를 
통해  상대의 논거를 철학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크리톤에게 탈옥이 옳지 않음을 설득하려 하는 
부분(46b-49e) 
(2-2) 소크라테스가 법률을 의인화하여 법률이 자신에게 탈옥하지 말라고 조언하는 허구적 연

1) 이와 같은 맥락에서 김영옥(2017)은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론을 고대 그리스의 법정 공간을 배
경으로 하는 수사적 실천의 한 범례로 보고 플라톤이 표층적으로는 수사학을 비판하나 그의 텍스트 
심층에는 수사학이 작동하고 있음을 수사학적 텍스트 분석을 통해 규명한다.

2) 설득적 성격이 강한 크리톤의 경우에도 기존의 연구(김유석, 2010; 김태경, 2010; 강철웅, 2012)는 
소크라테스의 논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크리톤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무엇보다도 ‘법률의 연설’
에서 법률이 하는 말이 소크라테스의 의견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입장으로 갈린다. 이에 대해서는 김
태경(2010, 181 주1)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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당한 뒤에 경건함에 대
해 에우티프론과 대화하는 내용의 에우티프론, 법정에서 유죄판결 및 사형선고를 받는 과정에서 행
한 소크라테스의 3차례의 연설을 내용으로 하는 소크라테스의 변론, 감옥에 갇혀 형집행을 기다리
는 가운데 탈옥을 종용하는 죽마고우 크리톤을 설득하는 내용의 크리톤, 그리고 최후를 맞이하는 
날 친구들과의 마지막 대화를 다룬 파이돈으로 이루어진다. 이 4부작에 대해 일찍이 디오게네스 라
에르티오스(3,5)는 플라톤이 비극작가처럼 4부작으로 썼다고 트라쉴로스(Trasyllos)를 인용하여 쓰고 
있다.

4) 역사적 인물 크리톤은 철학적 소양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소크라테스와 아테네의 알로페케
(Alopeke)라는 같은 구(demos)의 주민이고 동갑내기 죽마고우이다. 크리톤은 크리톤 외에도 소크
라테스의 변론, 파이돈, 에우튀데모스에도 등장한다. 실제로 크리톤이 소크라테스를 탈옥시키려 
했느냐 하는 것은 확실치 않다.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3,36)는 이도메네우스(Idomeneus)를 인용하
여 아이스키네스(Aischines)가 소크라테스를 탈옥시키려 했다고 쓴다. 플라톤과 아이스키네스 사이에
는 경쟁심이 있었기에 플라톤이 자신의 저작에서 크리톤을 내세웠다는 것이다.

5) 실제로 크리톤에는 ‘설득하다(peithein)’ 동사가 7번이나 나온다(이기백 2009, 94 찾아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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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크리톤에게 들려줌으로써 그에게 탈옥이 옳지 않음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는 부분
(50a-54d).
크리톤의 구성 부분을 김유석(2010)은 (1)과 (2-1)을 전반부로, (2-2)를 후반부로 나눈다. 이
러한 구분은 주로 소크라테스의 설득에 초점을 맞추고 (2-1)과 (2-2)를 각각 철학적 설득과 
수사학적인 설득으로 대비시키는 연구가 취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크리톤의 구성부분을 (1)
은 크리톤의 설득 시도, (2)는 소크라테스의 설득 시도라는 점에서 구분하면 설득의 드라마 
크리톤에 등장하는 두 인물6), 크리톤과 소크라테스에 주목하게 할 뿐만 아니라 (2-1)과 
(2-2)를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크라테스의 설득 시도로서 한 단위로 묶어 연장선상에서 
보는 관점을 반영할 수 있다.7)      
이 글에서는 먼저 두 인물의 설득 시도를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을 원용하여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 대화편 전체를 연설가 플라톤이 펼쳐놓은 하나의 연설로 보는 맥닐(McNeal)의 
제안을 짧게 고찰해보려 한다. 

2. 크리톤에 나타나는 설득 시도

크리톤의 소크라테스에 대한 설득 시도(1)과 소크라테스의 크리톤에 대한 설득 시도(2-1, 
2-2)의 수사적 구조를 고찰하기에 앞서 우선 드라마의 도입부를 살펴보자. 아테네의 신사이고 
소크라테스와 우정을 맺을 만큼 훌륭하고 사업적으로도 성공한 크리톤은 플라톤의 에우튀데
모스에서 자신의 아들, 크리토불로스의 교육에 대해 소크라테스와 상의하고, 소크라테스의 
변론에서는 플라톤과 다른 두 친구와 함께 소크라테스를 위해 벌금형으로 30므나8)를 보증하
는 사람(38b), 즉 친구를 위해 자기 재산을 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 등장한다. 여기 
크리톤에서도 그는 친구의 탈옥을 위해 기꺼이 돈을 쓰려 한다. 
아폴론 신에 참배하기 위해 델로스 섬으로 떠났던 배가 그 날 도착한다는 소식을 들은 크리톤
은 슬픔에 잠 못 이루고 해가 뜨기도 전에 친구에게 달려왔다. 소크라테스에게 탈옥을 설득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 것이다.9) 소크라테스는 그 배가 도착한 다음 날 죽게 되어 있었다. 
잠을 못 이룬 크리톤과 달리 소크라테스는 평화롭게 잠을 자고 있다. 잠에서 깬 소크라테스는 
방금 꿈에서 만난 미인이 자신에게 말해준 것을 근거로 배는 오늘이 아니라 내일 도착할 것이
며 자신은 내일이 아니라 모레 죽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 도입부에 이미 소문 내지는 다수의 
의견에 의존해서 말하는 크리톤과 신의 계시를 따라 말하는 소크라테스의 차이가 드라마의 복
선처럼 암시되어 있다. 이러한 도입부와 상응하도록 드라마 크리톤을 마무리하는 소크라테
스의 마지막 말은 “신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니, 그대로 하세나.”(54e)이다.  

6) ‘의인화된 법률’을 소크라테스와 구별되는 제3의 등장인물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인화된 법률’은 소크라테스를 대신하여 크리톤을 설득한다고 본다면, 제3의 등장인물로 설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7) 베르나르트(Bernard 2016, 48이하)는 (2-1)을 46b-48b, 48b-49e로 나누고 따라서 소크라테스의 설
득 부분을 세 부분으로 나눈다. 2.1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 이유는 앞부분에서는 일반적인 원칙을, 뒷
부분에서는 정의에 관한 원칙을 다룬다는 데 있는 듯하다. 이기백(2014, 18)도 뒷부분에서 다루어지
는 것을 “정의의 원칙들”로서 구분한다.

8) 30므나는 아테네 법정의 배심원이 받는 하루 품삯 3오볼로이의 6000 배에 해당된다(Bernard 2016, 
55). 

9) 아테네에는 델로스로 사절단이 떠나기 위해 배의 고물에 꽃장식을 하는 날로부터 그 배가 다시 아테
네로 돌아올 때까지 사형을 금하는 법이 있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 재판 전날 배의 고물 장식이 시
작되었기에 소크라테스는 배가 돌아올 때까지 30일 간 사형집행이 미루어져 감옥에 갇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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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크리톤의 탈옥 권유

탈옥을 설득하는 크리톤의 논거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자기 이해관계에 근거한 
논거이고 다른 하나는 도덕적 논거이다. 자기 이해관계에 근거한 논거는 두 가지이다. 즉 “결
코 다시 찾을 수 없는 친구를 잃게 된다”, “돈을 썼으면 친구를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친구보
다 돈을 더 중시해서 친구를 구하지 않았다는 부끄러운 평판을 얻게 될 것이다”이다(44b-c). 
여기에서 평판은 다수의 사람들의 생각이다. 실제로 플라톤은 ‘평판’과 ‘다수의 생각’에 같은 
단어, ‘독사(doxa)’를 사용한다(이기백 2014, 51, 주18). ‘다수의 생각’에 대해 소크라테스는 
‘훌륭한 사람들의 생각’을 대치시킨다. 반면 크리톤은 다수의 생각이 얼마나 큰 해를 줄 수 있
는지 지적하면서 소크라테스의 재판과 사형판결을 상기시키는 듯하다. 이어서 크리톤은 실현
가능성을 논거로 소크라테스를 설득하려 한다. 그는 자신과 친구들이 소크라테스를 탈옥시킨 
후에 겪게 될 곤경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운을 뗀 다음 자신들이 기소를 일삼는 사람들
에게 고발되어 많은 돈을 잃거나 위험에 처하게 된다 해도 친구를 구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하
면서(45a) 실제로 기소를 일삼는 사람들을 다루는 데는 큰돈이 들지 않으며 소크라테스가 외
국으로 나가면 그곳의 친구들이 소크라테스를 귀하게 여기고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설득한
다. 이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대답은 ‘법률의 연설’(53b이하)에 들어 있다.   
도덕적 논거도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것은 한편으로는 소크라테스와 관련되고, 다른 한편으
로는 소크라테스의 가족과 친구들인 “우리”와 관련된다. 우선 소크라테스와 관련해서는, “자
신을 구할 수 있는데도 자신을 포기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그것은 자신의 적들이 원하
는 것을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자식들을 버리는 것이다”이다. 그것은 평생 도덕적
으로 훌륭한 것을 위해 마음을 써왔노라고 주장해 온 사람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45d-e). 소크라테스의 가족과 친구들인 “우리”의 도덕적 책무와 관련한 논거는 “자네와 관련
된 모든 일이 우리가 용기가 없어서 일어난 일이라고”(45e)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기에 부끄
럽다는 것이다. 그 모든 일이란 단계적으로 일어난 다음 세 가지를 의미하는데, 첫째, 재판에 
회부되지 않아도 되었는데 회부된 것10), 둘째 재판 과정 자체11), 그리고 마지막으로 탈옥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크라테스를 구하지 못한다면, 그리
고 소크라테스가 자신을 구하지 못한다면 소크라테스와 “우리”에게 해가 되고12) 부끄러운 일
이라는 것이다(46a).   
크리톤의 논거의 키워드는 자기 이해관계에 근거하든 도덕적 책무에 근거하든, 사람들의 생각 
내지는 평판과 부끄러움이란 감정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의 부끄러움에 관한 장(2.6)은 
크리톤의 논거와 그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반대논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부끄러움은 “사회의 눈”(Kennedy　2007, 132), 다수의 생각 및 평판과 불가분의 관
계에 있다.13) 아리스토텔레스는 부끄러움에 관한 장에서 부끄러움을 “좋은 평판을 잃을 것이 

10) 소크라테스의 기소자들은 애초에 재판까지 가지 않고 기소 시점과 재판 시점 사이에 소크라테스가 
아테네를 떠나기를 기대한 것 같다(소크라테스의 변론 29c). 

11) 재판 과정에서 소크라테스는 피고로서 직접 형량을 제안하는 연설에서 원고의 사형 제안에 대한 대
안으로 추방형을 제안할 수도 있었다. 그랬다면 사형이 아니라 추방형 판결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서는 법률의 연설(52c)에서 다시 언급된다. 

12) 같은 논거를 사용하여 “법률”은 탈옥을 만류한다(53a이하 참조).
13) 이것은 동양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말의 “체면을 잃다”라는 표현도 부끄러움과 평판이 밀접한 관

계에 있음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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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한 불행에 대한 일종의 걱정과 불안”(2.6.2)이라고 정의하고 용기 없는 비겁함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참고 저항을 포기하는 것을 사람들은 부끄러워한다고 지적한다(2.6.13). 아리스토
텔레스가 크리톤의 논거를 참조하여 부끄러움 장을 쓴 것일까? 여기까지가 크리톤의 논거와 
관련이 있다면 ‘부끄러움 장’의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소크라테스의 반대논거를 해명해준다. 아
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부끄러움은 명예를 잃는다는 생각에서 나오고 따라서 명예를 부여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우리는 그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한다. 그렇지 않다면 아
무도 명예에 대해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2.6.14). 그런 점에서 소크라테스가 크리톤의 부끄러
움 논거에 대해 다중의 의견과 훌륭한 한 사람의 의견을 맞세운 것은 수사학적으로 적절해 보
인다.  

2.2. 소크라테스의 크리톤에 대한 설득 시도 
2.2.1. 소크라테스의 설득 시도 1

이제 소크라테스는 크리톤의 탈옥 권유연설의 논거에 대해 그 특유의 방식으로 하나하나 따져
물음으로써 크리톤을 반대 방향으로 설득하려 한다. 여기에서 소크라테스는 탈옥이라는 구체
적인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 우선 두 사람이 이미 이전에 합의한 도덕적 원칙을 재확인하려 한
다. 소크라테스는 이러한 원칙으로부터 탈옥이 옳지 않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본다. 
많은 연구자들이 법률의 연설을 비철학, 수사학, 강제, 감정 같은 용어와 연결시키는 반면  소
크라테스의 설득 시도 1을 철학, 변증론, 이성의 목소리로 본다(Gergel 2000, 290이하). 그러
나 법률의 연설 못지않게 설득 시도 1의 소크라테스 자신도 수사적 논거 방식을 사용한다. 소
크라테스의 설득 시도 1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원칙 1과 2가 설파되는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원칙 3과 4가 설파되는 부분이다.  

원칙 1.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전문가 한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46c-48a) 
원칙 2. ‘육체보다 영혼이 훨씬 더 귀하다’는 데 근거하여 ‘단지 목숨을 부지하는 것보다는 훌
륭한 삶이 가치 있다’(48a-b)
원칙 3. ‘어떤 경우에도, 보복으로도 정의롭지 않은 행동을 해서도, 해를 입히는 행동을 해서
도 안 된다’(49a-e)
원칙 4. ‘누군가와 합의한 것이 정의롭다면 그것을 이행해야 한다’(49e) 

이제 이런 원칙들을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수사적으로 설득하려 하는가를 살펴보자. 소크라테
스는 우선 크리톤이 다수의 의견에 대하여 말한 논거를 다룬다. 그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첫 
번째 질문은 “의견들 가운데 어떤 것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되 어떤 것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늘 한 말은 옳은가 아닌가?”(46 d)이다. 이 첫째 질문 앞뒤로 소크라테스는 
수사학적으로 흥미로운 문장들을 배치한다. 

문장 1. “내게 이런 운명이 닥쳤다고 해서14) 내가 이전에 말한 원칙들을 지금 내던져 버릴 수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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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의 힘이, 마치 어린아이를 다루듯 

14) 이하 진한 글씨체는 논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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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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그저 말을 위해 헛되이 한 말이고 정말로 장난이나 허튼 소리라는 게 분명해졌는가?”(46d)
문장 4. “자네는 내일 죽게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현재의 불운이 자네의 판단을 
그르치지는 않을 테니까 묻는 것이네”(47a)

무엇보다도 먼저 소크라테스는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원칙을 포기해서도, 다수의 의견에 흔
들려서도 안 된다는 것을 설득하려 한다. 상황의 변화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의 공통 말
터를 논하는 장에서 제시한 말터 가운데 하나인 “시간에 대한 고려”(2.23.6)와 다르지 않다. 
“이런 운명이 닥쳤다고 해서”, “죽어야만 하는 상황”, “현재의 불운” 등은 상황의 변화를 의
미한다. 문장 4에서 소크라테스는 현재의 불운, 즉 둘도 없는 친구를 잃게 되는 것에 대한 두
려움이 크리톤의 판단을 그르쳤다는 자신의 생각을 반어법으로 내비치고 있다. 문장 2에서 소
크라테스는 투옥과 사형과 재산 몰수를 도깨비에 비유하고 우리가 그런 도깨비를 두려워한다
면 도깨비를 두려워하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논증한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두려워하는 도깨비
는 실체가 없지만 투옥과 사형과 재산 몰수는 크리톤이 볼 때 눈앞에 닥친 실제 위험이다. 신
체적이고 물질적인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어린아이의 도깨비에 대한 두려움에 비유하고 그런 
것은 환영일 뿐이고, 그런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다는 소크라테스의 논증에 크
리톤이 설득되었을까? 소크라테스의 추론에서 신체적 물질적인 처벌은 도깨비라는 전제가 참
이라는 증거가 없기에 결론도 참이 아니다. 어린아이와의 비교는 “이전에 여러 차례 합의한” 
원칙으로서 “어떤 경우에도 정의롭지 못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탈출을 거부하는 소크라
테스 논증의 대전제15)를 소크라테스의 설득시도 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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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는 사이에 [...] 어
린아이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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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과의 비
교’(parabole)를 예증의 한 종류로서 제시한다(2.20.1-4). 소크라테스는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전문지식을 가진 한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비교’에 의한 예증, 즉 유
비논증을 통해 설득하려 한다. 그에 따르면 운동선수가 훈련교사 같은 전문가 한 사람의 판단
을 존중하듯이, 우리는 다수의 사람이 아니라 전문 지식을 가진 한 사람의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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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설 - 법정연설, 예식연설, 조언연설 – 이 다루는 문제들로서 다수를 설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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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고 

15) 권창은(2005, 82)은 탈출을 거부하는 소크라테스의 논증을 ‘어떤 방식으로든 결코 불의를 행해서는 
안 된다’는 대전제, ‘소크라테스의 탈출은 불의를 행하는 것이다’라는 소전제,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탈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으로 논리적으로 단순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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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한다. 영혼에 대한 전문가가 있다는 가정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Gergel 2000, 294) 소크라테스는 운동선수가 훈련교사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으면 몸을 망치
듯이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한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으면 영혼을 해친다는 또 다
른 유비논증으로 넘어간다.

“우리가 지금 숙고하고 있는 정의로운 것과 정의롭지 못한 것, 부끄러운 것과 아름다운 것, 
좋은 것과 나쁜 것과 관련해서 살펴보세. 이것들과 관련해서 우리는 다수의 판단을 따르고 이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아니면 한 사람의 판단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가? 그 밖의 모든 
사람 앞에서보다도 그 앞에서 더 부끄러워하고 더 두려워해야 할, 전문 지식을 가진 어떤 사
람이 있다면 말이네. 우리가 그의 판단을 따르지 않는다면, 정의로운 것에 의해서는 더 훌륭
하게 되고 정의롭지 못한 것에 의해서는 파괴된다고 했던 그것을 상하게 하고 해치게 될 것이
네.”(47c-d)16)

소크라테스는 이전에 이미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있음을 상기시키고(Bernard 2016, 17 주8) 
크리톤으로 하여금 “그것”, 즉 영혼(psyche)17)은 육체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데 동의하지 않
을 수 없게 만든다(48a). 여기에서는 “더 또는 덜”의 말터(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 2.23.5)를 
사용하여 영혼은 몸보다 더 귀중한 것이기에 영혼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한 사람의 의
견은 더욱 존중해야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낸다. “우리는 그 대상이 몸보다 하찮다고 여기는
가? 정의나 부정의에 관계를 하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속해 있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든 간
에 말이네.”(48a) 그러는 사이에 소크라테스는 건강을 돕는 전문가의 판단을 따르지 않아 몸
을 망친다면 삶을 살 만한 가치가 없다는 극단적인 논의로 미끄러진다(Gergel 2000, 295). 하
물며 몸보다 더 귀중한 영혼이 파괴되고 손상된다면 더욱 더 삶을 살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이어서 소크라테스는 생명을 연장하는 삶과 훌륭한 삶을 대립시키고 “훌륭하다”와 “아름답다”
와 “정의롭다”는 같은 것이라는 데 대한 크리톤의 동의를 얻어낸다(48b).
지금까지 합의된 것 두 가지 –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전문가 한 사람의 의견이 중요하다’와 
‘생명을 연장하는 삶이 아니라 훌륭한 삶이 가치 있다’ - 에 근거하여 이제 소크라테스는 탈
옥하는 것이 정의로운가의 문제로 넘어가기에 앞서 정의의 일반 원칙을 세우려한다. 
여기에서 소크라테스는 크리톤에게 자신이 말할 때 반박할 수 있으면 반박하고, 그 반박이 정
당하다면 크리톤의 말을 따를 것이라고 약속한다. “나는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 자
네의 뜻에 반하지 않으면서, 자네를 설득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네”(48e)18) 그리하여 두 친
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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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히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해를 입히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보복으로도 해를 입히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이끌어낸다(49c). 이러한 행동 원칙

16) 이 인용문의 번역은 대체로 이기백(2009)을 따랐으나 Bernard (2016)을 참조하여 약간 손질함. 
17) 당시 일반인들에게 ‘프시케’라는 말은 ‘숨’이나 ‘생명’을 뜻하는 정도였기에 Weiss(1998, 43)와 김유

석(2010, 80 주11)은 여기에서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은 크리톤에 대한 배려인 
듯하다고 본다. 반면 Bernard(2016, 83)는 돌려 말하기(우언법)를 통해 더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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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
한 번역문은 필자가 베르나르트의 독일어 번역과 주석(Bernard 2016, 19의 번역과 주11, 그리고 89
이하의 주석)을 참조하여 다시 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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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로부터 두 친구는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와 합의한 것들이 정의롭다면, 그는 그것을 이행해
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49e). 그리하여 소크라테스의 탈옥 가부 논의와 직접 관련되는 두 가
지 행동원칙이 세워진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해를 입히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와 ‘누군가
와 합의한 것이 정의롭다면 그것을 이행해야 한다’이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행동원칙을 다
룬 것이라면 이제 비로소 소크라테스는 구체적인 문제로 넘어간다.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 행동원칙에 근거한 소크라테스의 두 가지 질문 - “우리가 도시-국가
를 설득하지 않고서 여기를 떠난다면, 어떤 이들을, 그것도 특히나 해롭게 해서는 안 될 이들
을 해롭게 하는 것인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합의한 정의로운 것들을 준수하는 것
인가, 아닌가?”(49e-50a) - 에 대하여 크리톤은 대답할 수 없다고, 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
다고 대답한다(50a). 그럼으로써 질문과 대답을 통한 소크라테스의 크리톤에 대한 설득 시도
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여기에서 크리톤에게 명확하지 않은 것은 ‘소크라테스의 탈옥이 
누구를 해롭게 하는가?’와 ‘우리가 도시-국가와 합의한 정의로운 것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도시-국가를 설득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등일 것이다. 
겉보기에 대화처럼 보이는 이 부분에서 크리톤은 수동적으로 동의할 따름이다. 그런 점에서는 
법률의 연설 부분에서와 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네 가지 원칙들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 
논의했다고만 언급할 뿐 이런 원칙들에 대한 증명은 제시하지 않는다. 철학적 논거와 추론을 
대변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던 이 대화 부분도 주장과 유추에 의존한다.19) 

2.2.2. 소크라테스의 설득 시도 2 

‘탈옥은 정의로운가’ 하는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탈옥은 정의롭지 않다’는 자신의 생각을 소
크라테스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즉 자신을 설득하는 법률의 연설을 크리톤에게 들려주는 방
식으로 그를 설득하려 한다. 법률의 연설을 대부분의 해석자들은, 크리톤을 철학적으로 설득
하는 데 실패한 소크라테스가 반어법과 대인논증(ad hominem)을 통해 의인화된 아테네 법률
의 고압적인 수사학에 의존하는 놀이라고 본다(Metcalf 2004, 38). 그런 점에서 법률의 연설
은 “추론을 통해 최선으로 보이는 논거”(46b)만을 따르는 소크라테스 대화의 원칙과 모순된다
는 것이다. 법률의 연설에서 소크라테스의 원칙과 일관성이 없는 논거로 지적되는 것은 무엇
보다도 도시-국가20)와 시민의 불평등한 지위, 아테네에 머묾으로써 소크라테스가 했다고 법률
이 주장하는 합의들, 법률의 연설 뒷부분에서 소크라테스가 ‘전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크리톤의 관심사인 사안에 대한 논의, 법률의 연설을 마치고 나서 소크라테스가 코리반테스의 
경험을 언급하는 부분 등이다(Metcalf, 38-41). 
소크라테스와 법률의 연설을 분리하면서 크리톤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법률이 소크라테스의 생각을 대변한다고 할 수 없다는 
주장(Weiss 1998)은 다각도로 반박되었다. 코리반테스 비유를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법률의 연

19) Gergel(2000, 특히 296)은 이성과 수사학을 대척점에 놓고 대화 부분과 법률의 연설 부분, 즉 소크
라테스의 첫 설득 시도와 둘째 설득 시도를 서로 성질이 다른 것으로 보는 기존의 연구에 반론을 제
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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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락에서 ‘Stadt’라는 개념만으로 ‘도시국가’임을 독자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상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를 더 잘 표현하는 말은 ‘체제로서의 시민공동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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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이 소크라테스의 견해임을 논증(Metcalf 2004)할 수도 있고, 크리톤이 소크라테스와 철학적
인 논의를 하지 못할 정도로 지적 수준이 낮은 인물이 아니라는 논증(Stokes 2005)에서 출발
하여 향연에서 소크라테스가 디오티마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연설하는 것에 빗대어 
법률이 소크라테스를 대변함을 논증(Stokes 2005, 118)할 수도 있다. 법률의 연설을 당시 아
테네 체제에서 이루어졌던 ‘위법한 제안에 대한 고발연설(graphe paranomom)’과 상응하는 
것으로서 고찰하는 연구(Steadman 2006)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정도의 언급에서 그치고 여
기에서는 법률의 연설을 소크라테스의 설득 시도 1과의 연장선상에서 고찰하려 한다. 
소크라테스가 설득 시도 1에서 네 가지 도덕 원칙을 피력한 후 말미에서 크리톤에게 던지는 
두 가지 질문 – “우리가 도시-국가를 설득하지 않고 여기서 떠난다면, 어떤 이들을, 그것도 
특히나 해롭게 해서는 안 되는 이들을 해롭게 하는 것인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합
의한 정의로운 것들을 준수하는 것인가, 아닌가?”(49e-50a) - 에 대해 크리톤은 “소크라테스, 
나는 자네가 묻는 것에 대답할 수 없네. 자네의 질문이 나한테는 명확하지 않거든”(50a) 하고 
대답한다. 이처럼 크리톤이 이해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면 그에 대해 소크라테스는 다른 연설 
방식으로라도 자신의 질문과 관련하여 크리톤에게 설명해주는 게 정상이고 따라서 법률이 소
크라테스를 대신하여 설명해주는 것이다(Stokes 2005, 77)21). 
이제 소크라테스의 설득 시도 1과 법률의 연설, 즉 설득 시도 2, 그리고 크리톤의 설득 시도 
사이에는 유기적 연관성을 탐색해 보기로 한다. 그것이 형식적 완결성을 추구한 플라톤을 읽
는 정당한 방법이 아닐까?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읽으면 겉보기에 난삽해 보이던 법률의 연
설의 구조가 사뭇 선명하게 보인다. 법률의 연설 전반부는 설득 시도 1에서 소크라테스가 제
시한 원칙들과 설득 시도 1 말미에 제기한 소크라테스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해 크리톤이 이해
할 수 없다고 답한 것과 관련되고, 법률의 연설 후반부는 크리톤의 설득 시도에서 크리톤이 
제시한 논거들과 관련된다.      
소크라테스의 설득 시도 2는 형식적으로는 소크라테스가 크리톤에게 법률의 연설을 들려주는 
부분과 소크라테스가 질문하고 크리톤이 대답하는 이른바 대화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의인화
된 법률은 한편으로는 소크라테스가 탈옥하려 한다고 상정하고 그 위법행위를 고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탈옥이 소크라테스 자신과 그의 친구들에게도 해가 됨을 논증하면서 소크라테스를 
말리는 연설을 하고, 소크라테스는 그러한 법률의 연설을 크리톤에게 전달하면서 더 이상 탈
옥을 권유하지 말라고 크리톤을 설득한다. 그런 점에서 소크라테스의 설득 시도 2는 이중의 
설득 구조를 갖는다. 이러한 이중 구조를 통해 법률의 연설은 크리톤에 대한 질책이 아니라 
크리톤의 생각을 따르려는 소크라테스에 대한 질책이 되고 소크라테스는 짐짓 크리톤의 계획
을 진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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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확하지 않은 것 세 가
지 가운데 우선 ‘탈옥이 누구에게 해가 되는가?’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
은 두 측면에서 다루어진다. 그것은 법률과 도시-국가 및 시민공동체에게 해가 됨을 논증하는 
부분과, 소크라테스 자신과 친구들에게 해가 됨을 논증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그런 점에
서 법률의 연설의 앞부분이 고발 연설이라면 뒷부분은 만류 연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 자신과 친구들에게 해가 됨을 논증하기에 앞서 법률은 크리톤의 다른 의문들 - 
‘도시-국가와 합의한 정의로운 것이란 무엇인가’와 ‘도시-국가를 설득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21) 스토욱스(Stokes)는 그렇지 않다면 문학적으로 어설플 뿐만 아니라 플라톤의 대화편 가운데 유일한 
경우일 것이라고 덧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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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톤에게 설명해준다. 따라서 법률의 연설은 소크라테스의 네 가지 행동원칙의 적용과 크리
톤의 세 가지 의문에 대한 해명이 얽혀 있는 구조를 띤다. 
그런데 여기에서 법률은, 혹은 소크라테스는 탈옥이라는 위법 행위를 고발하면서 ‘악법도 법’
이라고 강변하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지금 여기에서 다루어지는 문제는 악
법도 법인가 하는 일반 문제가 아니라 ‘소크라테스의 탈옥이 정의로운가’ 하는 구체 문제이다. 
달리 말하면 여기에서 플라톤은 ‘시민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판결을 경우에 따라서는 따르지 
않아도 되는가’ 하는 일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소크라테스 개인의 특수한 상황을 다루
고 있음을 분명히 한다. 그것은 소크라테스와 관련된 대인논증으로 나타난다(Bernard 2016, 
99, 주86). 소크라테스는 지금 여기라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탈옥이 정의롭지 않다는 
것을 친구에게 진정으로 설득하고 싶어 한다.22) 
<원칙 1과 관련하여>
이제 두 친구는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Bernard 2016, 
98), 즉 의인화된 아테네 법률의 의견을 듣는다.
<원칙 3과 관련하여>  
법률은 소크라테스가 탈옥을 하려 한다고 상정하고 법정의 판결이 개인에 의해 무효화된다면 
도시-국가가 계속 존립할 수 있겠느냐고 소크라테스에게 묻는 것으로 연설을 시작한다. 여기
에서 법률 및 법정은 도시-국가, 체제로서의 시민공동체에 대한 제유로 볼 수 있다. 이 부분
에서 법률은 수사적 의문문을 거듭거듭 사용하면서 탈옥이 법률과 도시-국가를 파멸시키는 행
위라고 규정한다. 탈옥은 의인화된 아테네 법률과 시민 공동체를 해치는 것이므로 앞서 합의
한 원칙 3에 위배된다. 소크라테스는 “내려진 판결이 효력이 있음을 규정하는 법이 파멸될 때 
누군가는, 특히 이 법을 옹호하는 임무를 맡은 연설가는 많은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네”(50b) 
라고 말하면서 탈옥이 위법행위임을 크리톤과 함께 재확인한다. 이로써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민주주의의 제도로서 이미 정착되어 있는 ‘위법한 제안에 대한 고발 연설’을 크리톤에게 상기
시킨다(Steadman 2006, 366). 
탈옥이 위법한 행위임이 분명한데도 탈옥하려 한다면, 우리는 “‘도시-국가가 우리에게 정의롭
지 않은 일을 했고 판결을 옳게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라고 대답해야 할까?”라고 소크라
테스는 크리톤의 마음을 읽고 있기에 묻는다. 크리톤의 대답은 “제우스 신에 걸고, 그렇게 말
해야 하네, 소크라테스!”(50c)이다. 이에 대해 법률은 “소크라테스, 당신의 원칙 3은 ‘어떤 경
우에도, 보복으로도 정의롭지 않은 행동을 하면 안 된다’가 아닌가? 방금 크리톤과 함께 그 
원칙을 다시금 합의하고 재확인하지 않았는가?”하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소크라
테스는 이 원칙을 아껴둔다. ‘보복을 하는 것이 정의롭다’는 다중의 의견이 아직도 크리톤의 
마음에 더 호소력이 있다는 것을 소크라테스는 알고 있다.23) 
<원칙 4와 관련하여>
법률은 도시-국가와 시민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으로 반론을 시작한다. 그리하여 수사(학)적이
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논증이 이어진다. 도시-국가 및 시민공동체와 시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 비유하는 유비논증과 대인논증, 그리고 도시-국가와 시민의 관계
에서 명령에 대한 복종의 약속은 더욱 귀하고 신성하다는 ‘더 또는 덜’의 말터를 이용한 논증

22) 다시 한 번 인용하자면, “나는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 [...] 자네를 설득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네”(48e) 

23) Weiss(1998)에 대한 반론으로서 크리톤의 지적 능력을 복권하는 연구가 이어졌는데, Stokes(2005)
가 대표적이고 Hatzistravrou(2013)도 크리톤의 지적 능력을 문제 삼기보다는 크리톤에게 다중의 의
견이 호소력이 있는 이유를 친구를 잃고 싶지 않은 크리톤의 심리적 “곤경”으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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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어지는 것이다.           
대인논증은 앞에서 크리톤도 사용하는데 크리톤은 소크라테스가 “관여할 수 있는”(45d) 일에
서 자식들을 위해 가장 안이한 길을 택한다고 하면서 “특히 일평생 덕에 마음을 써 왔노라고 
주장해 온 사람으로서 훌륭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 택할 길을 택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그런
데 법률의 연설에서도 “당신이 관여할 수 있는 한”이란 대인논증적 표현이 두 번(50b, 54d) 
더 반복된다. 법률의 연설에서 법률은 크리톤과 같은 논거를 사용하여 크리톤과는 다른 결론
을 이끌어낸다. 여기에서 법률은 소크라테스에게 “당신은 진정으로 덕에 마음을 쓰는 사람으
로서”(51a) 법률과 조국을 보복으로 파멸시키려 하면서 정의로운 일을 행하는 거라고 주장하
느냐고 반문한다. 이어지는 문장 - “당신은 그리도 지혜로워서 이런 것들도 모른단 말인
가”(51b) - 에서도 거듭 대인논증이 사용된다. 
원칙 4는 크리톤의 의문, ‘도시-국가와 합의한 정의로운 것이란 무엇인가’와 맞물려 있다. 소
크라테스는 도시-국가와 무엇을 정의롭게 합의했단 말인가? 법률이 이에 대해 설명한다. 법률
은 소크라테스를 시민으로서 태어나게 했고 양육받고 교육받게 해주었고 온갖 훌륭한 것을 나
눠주었으며 법률과 도시-국가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자신의 소유물을 갖고 원하는 곳으로 떠날 
수 있게 허용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법률과 도시-국가가 “특별히 만족스러웠다”(52b)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칠십이 다 되도록 오로지 아테네에서 산 것은 그토록 열렬히 아테
네 법률의 지배 아래 시민으로 살기로 합의했다는 증거이다. 더욱이 아이도 낳았고 게다가 재
판 당시에 원했다면 추방형을 제의할 수도 있었다(52c).24)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법률의 지배 
아래 시민으로 살겠다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리고 “칠십 년 간 숙고한 끝에”(52e) 법률
과 합의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법률은 “우리와 도시-국가가 당신에게 만족스러웠다는 커다
란 지표들(megala tekmeria)”을 증거로 열거하는데 “tekmerion”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
학에서 “필연적인 지표”로 정의하고 이미 주어져 있는 것으로서 연설가가 사안으로부터 기술
적으로 고안해낼 필요가 없는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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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그러니 소크라테스는 합의한 것을 준수해야 한다. 아니면 정의로운 
것이 본래 어떠한지에 대해 도시-국가를 설득해야 했다(51c). 법률은 시민이 도시-국가를 설
득하는 것을 제도로서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52a).  
<원칙 3 및 2와 관련하여>
법률의 연설 후반부는 탈옥이 스크라테스 자신과 친구들에게 해롭다고 주장하면서 앞서 크리
톤의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다. 크리톤은 친구들이 소크라테스를 탈옥시킨 후 겪게 될 곤
경을 축소한 반면, 법률은 친구들이 겪게 될 위험을 확대한다. 소크라테스의 자식의 경우에도 
크리톤은 소크라테스가 이대로 죽는다면 자식을 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법률은 소크라
테스가 죽더라도 그의 아이들을 친구들이 돌봐줄 것이라고 말한다. 소크라테스 자신의 경우는 
다른 도시-국가로 간다면 그의 삶이 살 만한 가치가 있겠느냐고 반문한다(53c). 앞에서 크리
톤이 다수의 의견 및 평판과 관련하여 감정적 논거로 제시했던 부끄러움은 여기에서 원칙에 
반하는 행동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바뀐다(52c, 53c, 54c).26)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원칙 2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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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크리톤 전체에서 ‘합의’, ‘합의하다’, ‘합의한 것들(ta hologoumena)’은 13번이나 반복된다
(McNeal 1992, 90). 이기백(2009, 97 찾아보기)도 참조.  

26) 크리톤에서 ‘부끄러움’과 관련된 말은 9번 반복되는데(이기백 2009, 찾아보기 94 참조). 크리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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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되며 소크라테스의 변론에서의 소크라테스의 주장과 연속선상에 있다. 변론의 첫째 
연설에서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28b-29b) 육체보다 영혼이 훌륭해지도록 
돌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29d-30b). 사형이 확정된 후 변론의 마지막 연설
에서는 죽음이 오히려 좋은 것일 수 있다고 하면서 자신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랬듯이 저 
세상에 가서도 그곳의 영웅들을 검토하고 탐문하면서 지낸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거라고 
주장한다(40c-41c). 

3. 플라톤이 지은 연설로서의 크리톤 - 소크라테스에 대한 또 하나의 변론? 

크리톤을 플라톤이라는 연설가가 지은 하나의 연설로서 본다면 두 인물의 설득시도로 이루
어진 전체 연설의 의도와 구성부분에 대해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크리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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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학의 제안(3.13.1-2)을 떠올리게 한다.  
맥닐의 제안대로 크리톤을 재구성해 본다. 들머리에서 플라톤은 죽음 앞에서 평화로운 소크
라테스의 모습이 그려 보이고 신의 계시와도 같은 그의 꿈 이야기로 청중의 호감을 사려한다.  
사안설명 부분에서는 친구를 잃고 싶지 않아 소크라테스에게 탈옥을 설득하는 크리톤을 그려 
보이고 소크라테스가 탈옥이 정의롭지 않다는 것을 크리톤에게 설득하려 하는 상황을 설정한
다. 논증 부분에서는 소크라테스로 하여금 그의 도덕 원칙을 천명하게 하여 탈옥이 정의롭지 
않음을 설득하게 한다. 아테네의 법정 변론 연설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곤 했던 이른바 
‘여담’에서는 소크라테스로 하여금 아테네 법률을 대변하게 함으로써 소크라테스를 자기 자신
보다는 시민 공동체를 우선시한 사람으로 각인시키고 마지막 대사를 통해 소크라테스가 불경
한 사람이 아님을 분명히 하면서 소크라테스에 대한 변론을 마무리한다.     

4. 마무리

지금까지 플라톤의 크리톤을 크리톤과 소크라테스의 설득시도로 나누어 그 수사적 전략을 
살펴보았다. 크리톤의 논거는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의 부끄러움에 관한 장을 원용하고 소
크라테스의 논거는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의 논증과 말터 이론을 원용하여 분석하였다. 여
기에서는 수사적 논증을 위해 시간에 대한 고려, 비슷한 것과의 비교, 즉 유비논증, ‘더 또는 
덜’, 대인논증 같은 말터가 사용되고 법률의 연설에서는 ‘필연적인 지표(tekmerion)’도 논거로
서 활용되며, 반어법, 은유법, 대조법, 수사적 의문문, 반복법 같은 문체무늬도 사용된다. 연설
의 구조와 관련해서 법률의 연설은 소크라테스의 설득 시도 1과의 연속선상에서 소크라테스의 
원칙들의 적용의 관점에서, 크리톤의 마음속의 의문들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해명의 관점에서, 
크리톤의 논거에 대한 대답의 관점에서,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변론과의 연관성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아울러 크리톤 전체를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에 대한 또 하나의 변론이라는 관점에
서 연설의 구성부분을 재구성해 보았다. 여기에서 법률의 연설은 고대 아테네 법정의 변론 연

번)보다 소크라테스(6번)가 두 배로 더 많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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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던 ‘에토스 표현하기’로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전수사
학의 교육 프로그램에서 본격적인 연설 교육 이전의 ‘예비연습(progymnasmata)’ 과정에 들
어 있는 연습들27) 가운데 하나로 정착되는 ‘의인화하는 허구적 연설(ethopoiia, 
prosopopoiia)’의 한 범례로 볼 수도 있다. 
플라톤은 크리톤으로 하여금 다수의 의견 및 평판과 부끄러움을 핵심 논거로 제시하게 하고 
그것을 소크라테스로 하여금 훌륭한 한 사람의 의견과 원칙에 반하는 행동에 대한 부끄러움으
로 바꾸어놓게 한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평생의 친구로서 소크라테스와 철학적 논의도 할 
만큼 지적으로 나무랄 데 없는 크리톤이 친구를 잃고 싶지 않다는 심리적 압박 때문에 판단을 
그르치는 것을,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소크라테스가 “말로써 사람의 마음을 이끄는 것
(psychagogia)”(파이드로스 261a)28)을 보여주는 듯하다. 결국 플라톤이 수사학을 꿰고 있
고 “경멸을 가장하는 바로 그 연설가들의 온갖 기술을 사용한다”(McNeal 1992, 134)는 것, 
이후 수사학 이론으로 정착되는 전략들의 맹아를 플라톤의 대화편에서 다채롭게 - 수사학 이
론의 네 기둥인 논증이론, 감정이론, 문체이론, 연설의 구성부분 이론 측면에서 모두 - 볼 수 
있다는 것을 크리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7) 이에 대해서는 Kennedy(2003), 김영옥(2014) 참조.
28) 플라톤은 고르기아스에서의 수사학에 대한 가차 없는 비판에서 한 걸음 물러나 파이드로스에서 

진정한 수사학을 “말로써 사람의 마음을 이끄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플라톤이 크리톤에서 파이드
로스에서 내세운 진정한 수사학에 대한 자신의 요구를 실천하고 있다면 크리톤은 일반적으로 받아
들여지듯 초기의 저작이기보다는 저작연대를 파이드로스와 나란히 중기로 잡아야 할 것이다. 한편 
국가에서 제시하는 정의에 대한 견해와의 연관성을 근거로 크리톤의 저작연대를 국가와 나란히 
중기로 잡기도 한다(Bernard 2016, 35). 



우주를 향한 음악 수사학 – Voyager Golden Record의 메시지 
Music Rhetoric Up to the Cosmos – Voyager Golden Record 
                                                        

                                                나민구* 

1. Prologue - Cosmos
2. Rhetorical Status
3. Receiver – Extraterrestrial Intelligence
3.1 Drake Equation
3.2 Search
4. SETI, METI and Voyager Message
4.1 SETI
4.2 METI
4.3 Voyager Message 
5. Invention, Disposition and Elocution
6. Delivery - Interstellar
7. Epilogue – Post Human

1. 프롤로그 - 코스모스

 1977년 8월 20일과 9월 5일 ‘보이저 Voyager’ 우주 탐사선이 우주로 발사
되었다. 이들은 1979년부터 1986년까지 목성에서 천왕성에 이르는 행성계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했고 지금은 태양계 밖으로 계속 여행을 이어가고 있다. 
두 보이저호에는 금박을 씌운 축음기용 구리 레코드판이 하나씩 부착되어 있
는데 그것은 머나먼 미래의 어느 시간과 공간에서 만날지도 모르는 외계 문명
에게 보내는 지구인의 메시지이다. 각 레코드판에는 우리 행성과 인간의 문명
을 담은 사진 118장, 90분가량의 세계 최고의 음악들, 지구와 그 생명 진화의 
목소리 ‘지구의 소리들 The Sounds of Earth’, 당시 미국 대통령과 유엔 사
무총장의 인사말을 비롯하여 약 60 개 국어의 인사말(고래 인사말 포함)이 담
겨있다. “모든 세상과 모든 시대의 음악가들에게”는 『지구의 속삭임 
Murmurs of Earth』의 제일 첫머리에 나오는 헌사이다.1)       

* 나민구: 한국외대 중국언어문화학부 교수
1) 칼 세이건 등/김명남 역(2016) 『지구의 속삭임 Murmurs of Earth』, 사이언스북스의 1978년 2월 당

시 저서 원본에 쓴 서문 참조.



 그렇다면 왜 보이저호에 지구의 속삭임을 담은 레코드를 우주를 향하여 보낸 
것일까? 20세기 노벨상 수상 미국의 이탈리아계 물리학자 엔리코 페르미 
Enrico Fermi 는 1950년대 매우 중요하고 시사적인 질문을 던졌다. “다들 어
디에 있는 것일까? Where is everybody?” 페르미의 주장은 이렇다; 우주는 
생긴 지 오래되고 엄청난 크기를 지니고 있다. 우리 은하계에만 거의 5천억 
개의 항성이 있고 대부분 둘레에 태양계 즉 행성들을 갖고 있다. 지구가 놀라
울 정도로 그리고 터무니없을 정도로 특별하지 않다면 우주는 생명체가 가득
해야 하며 그 생명체 중에는 우주여행을 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이 있는 
지적인 종 species 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즉 지적생명체가 지구 아닌 곳에 
존재할 가능성이 극도로 높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모두 어디에 있을까?2) 
이 질문은 지구인들의 호기심과 지적 탐구심을 잘 드러내고 있다. 지구를 넘어 
우주를 이해하기 시작했으며 광활한 우주에는 지구와 같은 행성 그리고 지구 
이외의 지적생명체를 탐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바로 인류의 궁극적인 질문과 맞닿아 있다. 칼 세이건이 정곡을 짚었
다 : “우리가 지구 생명의 본질을 알려고 노력하고 외계 생물의 존재를 확인하
려고 애쓰는 것은 실은 하나의 질문을 해결하기 위한 두 개의 방편이다. 그 질
문은 바로 ‘우리는 과연 누구란 말인가?’이다.”3) 우주에서의 외계인을 찾는 작
업은 바로 지구인이 누구인지를 판명해 내어야 외계인이란 개념을 설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주 개척과 소통의 레토릭이 보이저 호 골든 레코드 
발송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이루어 내었다. 바야흐로 우주 생명체 탐사는 우
주생물학 시대의 도래를 시사한다. 
 칼 세이건은 코스모스 Cosmos 생물학을 음악에 비유해 보았다. 지구생물학
은 단성부(單聲部) 즉 단일 주제 형식의 음악이고 수 천 광년 떨어진 우주의 
음악은 10억 개의 화음과 불협화음이 교차하는 다성부(多聲部) 대위법 양식의 
화려하고 장엄한 둔주곡 (遁走曲), 즉 푸가 fuga, fugue 라는 것이다.4) 또, 생
명 탄생 이전의 유기 반응을 관찰하는 실험을 “생명의 음악을 악보에 옮겨 적

2) 2014년 내셔널지오그래픽 협회 National Geographic Society가 영국 성인 1500명과 어린이 500명
(8~12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성인 51%와 어린이 64%가 외계인의 존재를 믿었다. 크리스 
프렌치. “외계인 납치 : 외계 생명체 근접조우의 심리학” in: 닉 레인 저/짐 알칼릴리 엮음, 고현석 
역(2018 :86) 『지구 밖 생명을 묻는다』, 반니

3) Carl Sagan (1980 : 18) Cosmos, New York; Random House, “The nature of life on Earth 
and the search for life elsewhere are two sides of the same question-the search for who 
we are.”  

4) Carl Sagan (1980 : 18) Cosmos, New York; Random House, “As a result, our biologists 
are profoundly limited. They study only a single kind of biology, one lonely theme in the 
music of life. Is this faint and reedy tune the only voice for thousands of light-years? Or 
is there a kind of cosmic fugue, with themes and counterpoints, dissonances and 
harmonies, a billion different voices playing the life music of the Galaxy?”     



는 작업”이라고 했고, 여러 종류의 기체들을 모아 놓고 에너지를 공급하여 생
물 기본 재료를 추출하는 작업에서 “용기 안에는 생명 음악의 음표만 떠돌았
지, 생명 음악 자체는 들을 수 없었다. 분자 수준의 재료들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결합해야만 생명의 음악이 가능해진다.”라고 표현했다.5)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껏 지구가 들려주는 생명의 음악만 들었지만 앞으로는 우주를 가득채운 
생명들이 들려주는 푸가에 귀를 기울이자고 제안했다.6) 우주에서의 법칙은 수
학이고 이 수학 원리는 음악의 원리와 매우 유사하다는 역사적 추론을 언급하
기도 했다.      
 칼 세이건 보다 훨씬 앞서 1571년 독일에서 태어난 선구적인 천체물리학자 
요하네스 케플러는 자신의 세 번째 법칙을 『세상의 조화 The Harmonies of 
World』라는 책에서 음악에서의 화성음 등을 ‘조화’라는 개념에 포함시켰다. 
케플러는 음의 높낮이에 행성 간 거리를 대응시켜 ‘행성 구들의 조화’ 역시 세
상 다양한 조화들 중 하나라고 봤다. 즉 행성마다 그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 대
응되는 음이 있다고 보고 행성들에게 라틴 음계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를 대응시켰다. 지구의 음정은 그 중 ‘파’와 ‘미’였다. 지구는 끊임없이 파와 
미를 응얼거리니 라틴어로 ‘파민 famine’ 즉 ‘굶주림’을 연상케 하고 이 슬픈 
단어로 지구를 제대로 묘사할 수 있다고 했다.7)        
 본고는 이러한 외계지적생명체탐사를 목적으로 발사한 보이저호의 골든 레코
드에 실린 음악 메시지를 레토리컬 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한다. 

2. 수사적 상황

“증거가 없다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 Absence of 
evidence is not evidence of absence.”8) 지구와 화성만이 우주생물학자의 
관심 대상인 시대는 이미 지났다. 외계행성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지는 20여
년밖에 안되지만 우리는 은하에 수십억 개의 행성이 존재한다고 알아냈다. 지
금까지 4500개 이상의 외계행성을 발견했고, 우리 은하에 암석형 행성이 수십

5) Carl Sagan (1980 : 36) “But in our vessel are only the notes of the music of life-not the 
music itself.”

6)  Carl Sagan (1980 : 40) “But in our vessel are only the notes of the music of life-not the 
music itself.”We have heard so far the voice of life on one small world only. But we have 
at last begun to listen for other voices in the cosmic fugue.“

7) 케플러가 살았던 당시 전쟁 통에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굶주림에 시달린 경험이 묻어
있기  때문이다. 케플러 자신도 루터파로부터 파문당하고 처참한 가족사를 지니고 있다. 케플러의 행
성 운동에 관한 세 가지 법칙과 파란만장한 개인 및 가족사에 대하여 칼 세이건/홍승수 역 (2006 : 
124-148) 『코스모스 Cosmos』, 사이언스북스 참조.

8) 마틴 리스 Martin Rees “외계인과 우리 : 포스트휴먼은 은하에 퍼져나갈 수 있을까?” in: 닉 레인 
저/짐 알칼릴리 엮음, 고현석 역 (2018:39) 가 제시한 격언.



억 개에 이른다고 추측한다. 생명의 기원에 대한 연구도 많은 진척을 보고 있
으며 ‘인공지능’ 앞으로 몇 십 년 후 인간의 능력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가능
성이 열려있다. 이는 의식의 본질에 대한 논의를 자극하고 어떤 형태의 비유기
적 지능 inorganic intelligence이 만들어 질 수 있는 지 또 우주 안에 이미 
존재하는 지 등을 심각하게 고민하게 한다.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Stephen William Hawking 1942~2018)은 “이제 답을 
찾는 데 전념해야 한다. 지구 너머에서 생명체를 찾아야 한다. 우리가 어둠 속
에 홀로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2021년 발사 예
정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James Webb Space Telescope 는 차세대 우주
망원경을 대표하며 외계 생명체의 생물학적 흔적 biosignature을 정밀하게 탐
지할 수 있다. 바야흐로 우주생물학 시대가 활짝 열린 것이다. 외계행성이 생
명체가 살기에 적당한가라는 문제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생명이 지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진화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가이다. 이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면 
지구에서 생명체가 어떻게 탄생했고 어떻게 진화할 수 있었는지를 알아야 한
다. 
 만약 우리가 광활한 우주에서 혹. 진짜로 혼자라면 우리는 우리가 왜 이렇게 
특별한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왜 우주는 겉으로 보기에 생명체가 존재하도
록 (지구의 예처럼) 미세하게 조정해 놓았으면서, 고립된 은하의 한 구석에서
만 그 생명체의 존재를 허락했는가? 이 문제는 바로 “어떻게 당신이 존재하는
가?”라고 인간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다.9) 우리 모두는 각자가 생명 자체
의 기원까지 닿는 길고 극히 가능성이 낮은 사건들의 연속으로 이뤄지는 사슬
의 정점이다. 이 사슬을 잇는 연결 부분이 한 군데만 끊겼어도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은 애초에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지구 자체도 오늘날 지구의 생태계를 갖
추기까지 우연인지 필연인지도 모를 수많은 연속 사건의 절묘한 결과물이다. 
만약 지구 생성 초기에 테이아 Theia라는 행성과의 충돌이 없었다면 그 충돌
의 파편으로 달이 튕겨져 나가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6600만 년 전 멕시코 
만에 소행성이 날아 들어와 충돌하지 않았더라면 전성기의 공룡들이 멸절하지 
않았을 것이고 오늘날 진화한 파충류 계열의 인간이 득세하고 있을 지도 모른
다. 따라서 생명체 존재 가능성이 높은 외계행성의 탐사와 더불어 생명 자체가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그리고 왜 생명이 지구에 등장했는지를 확실히 이해해
야 한다. 천문학과 우주생물학은 병진(竝進) 해야 하는 것이다.10) 그런 차원에

9) 매튜 콥은 지구에서 생명의 탄생이 단 한 차례만 일어났고 두 번 이상 탄생한 증거가 없다는 예를 들
어 지구 이외의 곳에는 외계생명체가 없다고 주장한다. 닉 레인 저/짐 알칼릴리 엮음, 고현석 역“우
주에는 밖에 없나? 외계문명의 불가능성” (2018:210-224)

10) 존조 맥패든 Johnjoe McFadden 은 지구상에서 조건이 맞자마자 거의 동시에 생명이 자연적으로 



서 우리는 지금까지 생명체 존재 가능성이 높은 행성들의 거대 위성인 유로파 
Europa11), 엔셀라두스 Enceladus12), 타이탄 Titan13) 등에 탐사선을 보내오
고 있다.14) 지구촌 여러 나라들은 우주 개발과 우주여행 심지어 우주전쟁을 
준비하고 있다.15)       
 그렇다면 외계 문명으로부터 온 전파 신호는 도대체 해독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 외계의 지적 생명체는 그 나름의 미적 기준, 복잡성, 논리성을 두루 
갖추고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전적으로 이질적이다. 반대로 외계인이 우리 지구
인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에도 상대방을 배려하여 알아듣기 쉽게 보내리라는 
개연성도 충분히 있다. 하지만 그들도 쉬운 신호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다른 우주 문명권에 속해
있을지라도 그들과 우리 사이에는 공통의 언어가 있을 것이고 그 공통의 언어
는 우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리인 바로 과학과 수학이다. 우주 만물의 법
칙은 우주 어디에서든 동일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멀리 있는 별이나 
은하의 스펙트럼을 찍어 보면 태양의 스펙트럼과 비슷하며 지구에서 적절히 
설계한 실험 상황에서 추출한 스펙트럼과도 일치한다. 우주의 물질은 모두 같
은 종류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자의 빛 흡수 및 방출 과정은 우주 어디
에서도 양자역학의 기본 원리를 따르고 있다.16)    
 한편, 외계문명과의 통신 방법은 행성들 사이뿐만 아니라 항성들 사이의 공간
을 뛰어 넘는 것이어야 하므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비용이 싸고 속도가 빠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양자역학이 생명의 발생속도를 빠르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  

   케임브리지대학 트리니티 칼리지 마틴 리스 교수는 극히 가능성이 낮은 우연한 사건으로 생명이 시작
돼 은하계 전체에서 단 한 번 일어난 현상일 거라는 가능성과 생명체가 생길 수 있는 적당한 조건이 
일단 나타나면 생명체는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가능성 등 두 가지 논쟁을 소개했다. 닉 레인 저/짐 
알칼릴리 엮음, 고현석 역“외계인과 우리 : 포스트휴먼은 은하에 퍼져나갈 수 있을까?” (2018:28-29)

11) 갈릴레오 Galileo 탐사선이 보내온 유포파의 표면 사진을 보면 표면 밑에 언제가 됐든 대양이 있었
거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빙산과 녹은 부분이 다시 얼어붙은 암석을 발견했다.

12) 토성의 6번째 위성으로서 폭이 약 505km이며 NASA가 2005년 카시니 Cassini 탐사선이 남극의 얼
음화산 cryovolcano에서 엄청난 양의 미세한 얼음 입자와 수증기가 분출되는 것을 관찰했다.  

13) 겉으로 보기에 지구와 매우 닮은 토성의 위성이다. 카시니 탐사선은 지구와 매우 비슷해 보이지만 
화학적 구성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밝혀냈다. 그러나 지구에서 생명체 발생을 촉발한 것으로 생각
되는 것과 비슷한 화학적 진화를 일으키기에 충분하기에 과학자들은 흥분하고 있다. 루이자 프레스턴 
“거대 가스 행성에는 생명체가 살 수 있을까” in: 닉 레인 저/짐 알칼릴리 엮음, 고현석 역 
(2018:127-138)

14) 지동설을 주장했다가 파문당하고 사형 당한 아낙사고라스, 브루노, 갈릴레오 등 선구적 천체과학자
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행성 탐구 시대를 맞이 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스타르코스 이래 
수천 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우리는 “해가 뜬다”, “해가 진다” 등 천동설의 표현을 쓰고 있는 현상은 
아이러니 하다.  칼 세이건/홍승수 역 (2006 : 376-377) 『코스모스 Cosmos』, 사이언스북스 참조. 

15)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2020년까지 공군과 별도로 독립된 우주군(Space Force) 창설을 공식
화하며 '스타워즈' 시대를 예고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11/2018081100084.html
16) 우주 행간 소통을 위한 메시지 전송에 있어서의 초보적인 원리에 대하여 칼 세이건/홍승수 역 

(2006 : 590-591) 『코스모스 Cosmos』, 사이언스북스 참조.



르며 단순명쾌해야 한다. 그 중 대량의 정보를 송출하고 송신하는데 저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방법이 바로 ‘전파천문학 radio 
astrology’이다. 전파가 갖고 있는 장점으로 강력한 신호를 발생시킬 수 있고 
비용이 적게 들며 전달을 빛의 속도로 하며 조작, 발신, 수신, 해석이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이다. 20세기 행성 지구에서 가장 큰 전파·레이더 천문 관측 시
설은 푸에르토리코 섬에 있는 직경 300m 아레시보 Arecibo 천문대로서 코넬
대학교가 미국과학재단의 위촉을 받아 운영해오고 있다.17) 21세기 직경 500m 
최대의 우주전파망원경은 중국의 꾸이조우 貴州 성 수도 꾸이양 貴陽 근처에 
중국 정부가 설치한 ‘하늘의 눈, 티엔옌 天眼’이다. 아레시보 전파천문대는 우
주로부터 오는 외계 문명의 신호를 검출하는데 쓰였을 뿐만 아니라 지구인의 
신호를 외계에 보내기도 했다.18)  
   
3. 수신자 – 외계지적생명체

 우리의 최대 관심은 누군지도 어디에 어떠한 형태로 있을지 모를 수신자인 
외계지적생명체가 존재하느냐에 있다. 동시에 ‘지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
할 것인가? 어떤 생명체를 발견했을 때, 무슨 근거로 ‘지적’이라고, 또 ‘생명’ 
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 란 문제에 봉착한다. 그런 다음 이러한 정의를 넘
어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는 방법론이 대두될 수 있다. 따라서 외계생명체 탐
사는 지구생명체와 꼭 닮은 제한적인 의미에서의 연구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
에 없는 현실이다.19) 
 
3.1 드레이크 방정식 Drake Equation
 
 외계생명체의 존재와 관련 하여 많은 견해들이 있다. 외계생명체 자체가 복잡
한 시스템을 갖추고 실제로 항성 사이 공간을 가로질러 멀리 있는 행성들에 

17) 프랑스의 천문학사 샤를 메시에 Charles Messier 가 작성한 메시에 목록의 열세 번째 자리를 차지
하는 M 13 성단을 향하여 ‘아레시보 메시지 Arecibo Message’를 보냈다. 메시지 송신 송출 조건에 
관한 견해에 대하여  칼 세이건/홍승수 역 (2006 : 591-592) 『코스모스 Cosmos』, 사이언스북스 참
조.  

18) “중국의 세계 최대 전파망원경이 시험가동 1년만에 펄서(빠르게 자전하는 중성자별)를 발견했다. 11
일 중신망에 따르면 중국과학원 국가천문대(NAOC)는 '티엔옌'(天眼·하늘의 눈)이라 불리는 '직경 500
ｍ 크기의 구형 전파망원경'(FAST)이 은하계에서 6개의 새로운 펄서를 관측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구
이저우(貴州)성 첸난(黔南)주 핑탕(平塘)현 산림지대의 분지에서 운영 중인 톈옌 전파망원경은 축구장 
30개 크기로 2011년부터 총 12억 위안(약 2천40억원)이 투입돼 건립됐다. 중국은 이 전파망원경으로 
펄서 등 우주 전파신호를 탐지해 우주 기원을 연구하는 한편 외계행성 간에 있을 수 있는 미세 통신
신호를 포착, 외계 생명체와 문명을 찾으려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10.11 

19) 이명현 등(2015:175-176) 『외계생명체 탐사기』, 서해문집



직접 도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대신 대리자를 보낼 수도 있다고 예측한다. 
생물학적 유기체를 복잡한 생명 유지 장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유기체 자체를 단단하고 내구성 있는 장치로 만들어 우주여행을 하는 것이다. 
하드웨어 안에서 뇌의 작동을 완벽하게 시뮬레이션 하여 인공지능을 만들 뿐
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의식을 컴퓨터에 업로드 할 날이 올 것이다. 소형
화 전자장치와 자가 치료 시스템으로 구성된 캡슐 안에서 불멸의 삶을 살 수 
있고 크기가 작고 가벼워지면서 항성 간 여행이 용이해 질 것이다. 따라서 대
부분의 은하계 생명체는 실리콘 기반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 실리콘 생명체는 
거주 가능한 행성에서 자연스럽게 진화하여 2세대 3세대를 이어갈 것이다. 
 우리는 은하계에서 아직 새내기일 뿐인데 지구에서 각종 기기를 통하여 전파
를 송출한 지 100년(거리로는 100광년) 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대신 수십 억 
년 동안 산소를 방출해 오면서 존재를 알려 왔다. 다른 행성의 진화한 지적 생
명체가 자신의 망원경을 통해 지구가 풍부한 산소 대기를 가졌다는 신호를 찾
고 있을 수도 있다. 지구상의 생물체, 특히 태양광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물을 
분해하며 자라는 식물과 시아노박테리아 cyanobacteria는 빠른 속도로 산소
를 폐기가스로 배출해왔다. 대기에서 산소의 존재는 행성의 지구화학적 성질 
면에서 특이한 현상에 해당하므로 우주생물학자들은 이 산소의 존재를 생물학
적 흔적의 하나로 생각할 수 있다. 현재 우리 세대 기간에 대기 성분을 읽어낼 
수 있는 우주망원경을 발사할 수 있으리라는 또 우주생물학은 어떤 행성의 생
명체 유무를 판단해 낼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충만하다.
 그러나 생명체 발생의 어려운 점들도 여러 과학자들은 피력하고 있다. 생명체
의 살아있는 세포가 복잡한 이유는 자기 복제 과정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인데 
특히 자기복제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계들이 실현하기 힘든 과정이라는 것이
다. 자기 복제의 명백한 어려움은 생명체의 기원을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사람
들에게는 딜레마 이다. 천문학자 프레드 호일 Fred Hoyle은 초기 지구에서 
가능했던 무작위적인 열역학 과정을 통해 박테리아 같은 구조가 만들어질 확
률이, “고철들이 널려 있는 마당 즉 행성에서 토네이도가 불어서 점보제트 여
객기가 조립될 확률과 비슷하다”고 비유한 바 있다. 즉 우주는 엄청나게 크지
만 복잡한 세포 생명체를 우연만으로 만들어낼 정도로 크지는 않아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주는 최소 한 번은 이 일을 해냈다고 한다.20)  
 우주의 다른 곳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을 계산할 때 근본적인 문제는 우
리가 우리라는 오직 한 종류의 생명체 밖에 모른다는 것이다. 우리가 아는 생

20) 존조 맥패든 Johnjoe Mcfadden “양자역학은 외계 생명체의 비밀을 쥐고 있는가?” in: 닉 레인 저/
짐 알칼릴리 엮음, 고현석 역 (2018:30)



명체는 물질의 흐름, 에너지의 흐름, 정보의 흐름을 말한다. 따라서 우리 생명
체와 다른 생명체 형태를 상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세포성 플라스마 기반
의 생명체, 거대한 단세포 유기체, 2개 차원에서 사는 생명체, 평행 우주에 사
는 외계인 등. 아직 그 어떤 것에 대한 증거가 없다. 
 중요한 점은 지구 같지 않은 곳에서 지구 생명체 같지 않은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에 대하여 생각해야 한다.21) 사실 현재 우리가 외계생명체의 모습을 상
상해내기가 힘들다. 우리는 지구 너머의 생명체를 찾기 위하여 무엇을 어디서 
그리고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을 축적해왔다. 하지만 우리의 시각
은 여전히 인간중심적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아는 형태의 생명체를 찾기 때
문이다.  
 1961년 SETI 연구소 프랭크 드레이크 Frank Drake는 드레이크 방정식을 
만들어 고등 외게 문명이 존재한다면 그 중 어느 정도가 우리와 소통을 원하
는지 알아야 한다는 필요조건을 담은 ‘로드맵’을 그렸다. 이 방정식은 현대 우
주생물학의 구성요소 대부분을 포함한다. 이 방정식은 지구 너머 생명체의 기
원과 존재 가능성 문제에 접근하려면 어떤 형태의 전체론적 방법론이 필요한 
지를 보여준다. 이 방정식은 은하계에서 교신 가능한 외계문명의 대략적인 수
를 나타내는 값 N을 보여준다.

N=R*×Fp×ne×F1×Fi×Fc×L 

 R*는 우리 은하에서 항성이 형성되는 속도(1년에 10개 추정), Fp는 행성계를 
가진 항성의 비율(0.5), ne는 항성에 속한 행성 중에서 생명체를 가졌을 가능
성이 있는 행성의 수(2), F1은 생명체가 생길 수 있는 가능비율(1), Fi 는 생명
체 중에서 지적생명체가 있는 행성의 수(0.5), Fc는 탐지 가능한 신호를 우주
에 보낼 수 있는 고등 기술을 가진 문명의 비율(1), L은 이런 탐지 가능한 신
호를 보내는 문명이 존속하는 기간(1만년) 이다. 드레이크는 우리 은하에서 교
신이 가능한 외계 문명의 수를 낙관적으로 5만 개로 추정했다. 2013년 5월 미
국 메사추세츠 케임브리지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진일보한 ‘시거 방정식 
Seager equation’을 선보였다.22)  
 
 3.2. 탐사 

21) 마틴 리스 Martin Rees “외계인과 우리 : 포스트휴먼은 은하에 퍼져나갈 수 있을까?” in: 닉 레인 
저/짐 알칼릴리 엮음, 고현석 역 (2018:30)

22) 새라 시거 Sara Seager “외계인은 저 너머에 있는가? : 기술, 드레이크 방정식 그리고 다른 세계의 
생명체 탐색” in: 닉 레인 저/짐 알칼릴리 엮음, 고현석 역 (2018:252-264)



 2009년 케플러 계획이 시작 된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외계행성 탐사가 진행되
고 있다. 거리 제한 때문에 주로 원격탐사 기술을 사용한다. 즉 살아있는 유기
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외계행성의 대기 내 화합물에서 나오는 빛을 연구해 
생명체의 스펙트럼 특성을 인식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우주망원경과 지상망원
경은 다른 천체를 관찰하게 해준다. 1992년 뜨거운 목성 Hot Jupiter이 우리 
태양으로부터 약 2300광년 거리에서 펄서 PSR 1257 주위를 돌고 있는 사실
을 발견한 이래 수천 개의 외계행성 후보를 발견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행성
들이 생명체 거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 케플러-186f로 적색왜성 red 
dwarf에서 500광년 떨어져 공전하고 있다. 지구로부터 1000광년 떨어진 케플
러-62f로 물이 가득 차 있을 가능성이 높다. 케플러-442b는 지구크기의 암석 
행성이다. 지구로부터 42광년 떨어진 글리제 1214b는 2009년 발견된 대양이 
있는 슈퍼 지구이며 13.8광년 떨어진 슈퍼 지구 울프1061c 가 있다. 이러한 
외계행성들이 생명체를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은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 즉 
‘골디락스 goldilocks’ 영역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지구가 가진 속성과의 유
사성, 식물의 성장 가능성, 생명체 거주 가능 대기 유무, 온도와 질량등을 포
함한 인데스를 이용해 순위를 매긴다. 망원경을 이용한 원격탐사, 데이터 분석
과 모델링, 통과 측광법 transit photometry, 시선속도 radial velocity, 반사
광 변이, 도플러 기술, 펄서 타이밍과 주기, 중력 렌즈 효과 gravitational 
lensing 그리고 행성 대기를 관측할 수 있는 분광분석장치23) 등을 탐사에 동
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다이렉트 이미징 기술이 모항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궤도를 도는 가스 행성들의 대기 분석에 새로운 기폭이 되고 있다. 칠레 제미
니 사우스 Gemini South 천문대 내 제미니 행성망원경 Gemini Pant 
Imager과 칠레 아타카마 사막 소재 초거대 망원경 Very Large Telescope 
에 부착된 SPHERE Spectro-Polarimetric High-contrast Exoplanet 
Research Instrument(분광광도계에 이한 고대비 외계행성 연구 장비), 캘리
포니아 하와이 천체망원경등을 갖추고 있다.    
 지상과 궤도로부터 외계행성을 찾는 계획이 추진 중인데, 태양계 안에서는 
2012년 화성탐사선 큐리오시티 Curiosity 착륙에 이어 굴착기를 장착한 엑소
마스 ExoMars 와 화성2020이 화성 초기 생명체 흔적을 찾아 나설 것이며 유
로파에도 탐사선을 보낼 것이다. 
 2021년 차세대 허블 우주망원경인 나사/유럽우주국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23) 1969년 4월 14일 님버스 Nimbus 3호 탐사선이 지구 대기를 조사하기 위하여 약 1000km 높이 궤
도에서 발사됐다. 이 탐사선에 실린 장비 중에는 이리리스 IRIS 라는 분광분석기가 포함되어 있는데 
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해 빛이 통과해 온 다양한 화학원소와 화합물을 확인하는 장치이다.



JWST이 기아나의 유럽 우주기지에서 아리안 로켓에 실려 발사된다. JWST는 
몇몇 선택된 행성에서 생명체의 징후를 포착하기 위하여 정교한 여행을 떠난
다. 한편 TESS 우주망원경 Transiting Exoplanet Survey Satelite (통과 현
상을 이용한 조사 위성)은 MIT가 주도한 나사 계획의 일부로 작은 항성들 앞
을 통과하는 작은 행성들의 집단을 찾아내는 것이 주 임무이다. JWST와 
TESS를 이용하여 빠르면 2020년대에 암석형 외계행성에서 생명체 흔적을 가
진 기체를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2016년까지 밝혀진 ‘생명체 거주 가능 외
계행성 목록 Habitable Exoplanets Catalog’에는 그 후보 행성이 33개 있다.  

4. SETI, METI 그리고 Voyager호 Golden Record의 메시지 

4.1 SETI
 
 인류 탄생 직후부터 밤하늘을 쳐다보는 습성이 생겼다. 세상을 인식하기 시작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와 같은 근원적 질문을 해왔고 
궁극적으로 이 광활한 우주에 ‘우리뿐인가’ 라는 물음에 다다랐다. 이 물음은 
오랫동안 사변적 영영으로 남아있었지만24) 1959년 태동한 SETI 프로젝트는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과학적인 접근을 시작했다. 
 우리는 지난 100여 년간 충분히 문명이 발전하고 우리와 가까이 있어서 우리
의 존재를 들을 수 있는 외계인들을 대상으로 신호를 보내왔다. 대상은 지구에
서 약 965조 6천억 km 안에 있을지 모르는 외계인들이다. 이 거리는 100광년 
정도 즉 빛이 100년 동안 이동하는 거리이다. 라디오와 TV가 발명되고 더 최
근에는 위성과 휴대전화 통신이 확산되면서 전자기 신호를 우주로 발사해 왔
다. 우리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충분히 고등한 외계지적생명체가 우연히 전파
망원경을 우리 태양계에 맞춘다면 우리 존재를 드러내는 신호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물리법칙이 우주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면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이 전자기파를 이용하는 것이고 이런 전자기파는 
빛의 속도로 우주 전체를 향하여 방사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따라서 20세기 후반 천문학자들이 새롭게 만든 전파망원경을 이용해 우주로
부터 오는 신호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외계 지적생명체탐사 SETI, Search 
for Extraterrestrial Intelligence 은 이렇게 “드레이크 방정식”을 발명한 프

24) 1600년대 이탈리아의 철학자 조르다노 브루노 Giordano Bruno 1548-1600 는 우주에 수많은 지구
가 있을 것이고 그곳에는 생명체가 살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가 이단으로 몰려 8년의 옥고 끝에 말
뚝에 묶여 화형 당했다. 칼 세이건/김지선 역(2018: 316) 『코스믹 커넥션 Cosmic Connection』, 사
이언스북스



랭크 드레이크 Frank Drake 를 선두로 출범했다. 오늘날 SETI 는 전 세계에
서 외계 신호를 적극적으로 찾기 위해 여러 해 동안 태양계를 훨씬 넘어서는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1984년 설립된 캘리포니아의 SETI 연구소에서
는 몇 년 후 천문학자 질 타터 Jill Tarter의 지휘 하에 피닉스 프로젝트 
Project Phoenix를 시작했다. 그리고 1995년에서 2004년 사이 호주, 미국, 
푸에르토리코에서 전파망원경을 이용해 200광년 거리 안에 있는 항성 수백 개
를 관찰했다. 그에 따라 외계행성 exoplanet (우리 태양이 아닌 다른 항성 주
위를 도는 행성들)을 찾아내는 작업이 과학계의 가장 재미있는 연구 분야가 되
었다. 또한 규모가 더 크고 강력한 전파망원경을 사용함으로써25) 잠재적인 거
주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항성계 star system을 한 달에 한 개 꼴로 찾아내
고 있다. 
 SETI는 멀리 떨어진 문명이 의도적으로 또는 우연히 우주로 쏘는 전자기 신
호를 탐지하고자 한다. 최초의 SETI 실험은 고감도 전파 천문학 장비를 이용
해 가까운 항성계에서 오는 전파를 잡아내겠다는 단순한 것이었으나 그 뒤 이 
실험은 레이저 광원의 짧은 시간 지속되는 펄스26)나 지속적인 단색 광원을 찾
으려는 시도로 보강 확장되었다. 이러한 항성 간 적절한 신호 전송은 우리의 
완벽한 물리학적 지식을 요구한다. SETI 연구자들은 은하계의 우리보다 더 높
은 지능을 가진 우월한 동료들이 그들의 존재를 알리려는 모종의 동기를 가졌
다고 가정한다.
 SETI 실험은 1960년 프랭크 드레이크의 ‘오즈마 계획 Ozma Project’이 시
작이다. 전파망원경으로 알려진 커다란 안테나를 이용해 전파 신호를 찾아내는 
방법이다. SETI의 안테나는 가까운 항성계, 즉 탐색의 목표에 맞춰지거나 하
늘을 모자이크 모양처럼 빔 크기의 영역들로 나눠 하늘의 넓은 영역을 조사한
다. 그러나 임의의 방향을 관측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적어 신호
를 발견하는 것은 그 신호가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올 때만 가능하다. 현재까지 
외계 지능의 존재를 증명할 만한 신호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조사된 항성계
의 수가 아직 매우 작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아직 실패라고하기엔 이르다. “얼
마나 많은 항성을 관찰해야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가?”가 관건이다. 효율적인 
탐사 전략을 위하여 다음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한다; 에너지 밀도가 높은 곳 주

25) 2016년 중국 귀주 성 귀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중국 정부가 지름 500m 짜리 우주전파망원경 
티엔옌 天眼을 세운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달 착륙은 미국에 뒤졌지만 외계지적생명체는 먼저 발
견하겠다는 의지를 알 수 있다.    

26) pulse :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큰 진폭을 내는 전압이나 전류 또는 파동. 1회의 경우와 일정한 주
기를 두고 되풀이되는 경우가 있는데, 1회의 것을 임펄스, 주기적인 것을 펄스로 구별하여 부르기도 
하나, 두 경우 모두를 총칭하여 펄스라고 한다.[네이버 지식백과] (IT용어사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위를 찾는다. 외계문명이 구출해 놓은 가능성이 있는 대규모 우주공학적 증거
를 찾는다. 교신 통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길을 따라 신호를 찾는다. 인공지능
이 발사한 기계 신호를 찾는다. 물리법칙이 명백히 어긋나는 현상을 주시한다. 
 오늘날 전파 SETI는 1GHz 근처 주파수에서 약 0.5~15분각 범위의 빔을 쏘
아 조사 한다. 빔의 크기는 태양계 전체를 포함하는 하늘의 조각에 해당하며 
10광년 정도의 거리까지 포함한다. 만약 신호를 받는다면 이 신호는 우리의 
지능을 뛰어넘는 지능을 가진 지적 존재에서 오는 것이 확실하다. 그것이 생명
체 지능이든 인공 지능이든, 거주하는 행성에서 오든 아님 그 이외의 장소에서 
오든.
 1995년부터 2004년까지 호주의 파크스 전파망원경과 아레시보 망원경을 사
용하여 지구로부터 250광년 내에 있는 800개가 넘는 별을 관측했다. 2007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 북부 햇크릭 전파천문대 부지에 앨런 텔레스코프 어레이 
Allen Telescope Array (ATA) 전파천문대 42대가 24시간 가동되었다. 2009
년 나사의 과학위성 케플러가 미국 플로리다 주 케이프 캐너버럴 공군기지에
서 델타II 로켓에 실려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다. 2015년까지 440개 행성계에서 
1013개의 외계행성을 발견했고 우리 은하에 5억 개의 행성이 생명 거주가능지
역 즉 골디락스 Goldilocks에 속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4.2 METI
 
  외계지적생명체에게 신호를 보내는 프로젝트(Messaging to 
Extra-Terrestrial Intelligence METI)는 주로 인공적인 전파신호를 외계지적
생명체를 향하여 송신하는 작업이다. CETI (Communication with 
Extra-Terrestrial Intelligence)와도 연계되어 있다.27) 주로 전파신호를 송신
하는 대신 파이어니어 우주 탐사선과 보이저 우주탐사선에 실어 보낸 것 같은 
이미지나 멀티미디어 자료 같은 것도 큰 범위에서 METI 프로젝트이다. 
 1974년 천문학자들은 아레시보 Arecibo 전파망원경을 사용하여 총 1679비트
의 전파신호를 우주를 향해 발사했다. 이 아레시보 메시지에는 지구인의 모습, 
태양계 내 지구의 위치, DNA 이중나선모양, 1에서 10까지의 수의 2진법 표기 
등이 담겨있다. 이 사건은 외계의 인공전파신호를 청취하기만 했던 지구인들이 

27) Communication with extraterrestrial intelligence (a.k.a. CETI) is a branch of the search 
for extraterrestrial intelligence that focuses on composing and deciphering interstellar 
messages that theoretically, could be understood by another technological civilization. 
This field of study once was known as exosemiotics. The best-known CETI experiment of 
its kind was the 1974 Arecibo message composed by Frank Drake. Wikipedia



능동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대열에 올랐다는 의미가 있다. 이후 1999년 
코스믹 콜 Cosmic Call, 2001년 틴 에이지 메시지 Teen Age Message, 
2003년 코스믹 콜2, 2008년 지구로부터의 메시지 A Message From Earth 
AMFE 프로젝트가 있었다. 지구로부터 20-69광년 떨어진 비교적 가까운 별들
을 향해서 송신했다. 따라서 2029년 20광년 떨어진 글리스 581c에 지구인이 
보낸 첫 메시지가 도착할 예정이다. 그리고 2013년 비교적 가까운 HD 
119850으로 발사한 롱시그널 Long Signal 프로젝트가 이어졌다. 
 획기적은 소식은 2015년 러시아의 투자가 유리 밀너가 이러한 프로젝트에 
10년간 1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이다. 브레이크스루이니셔티브 
Breakthrough Initiative 프로젝트로 명명하고 분산컴퓨터 시스템인 
SETI@home 플랫폼을 이용하여 900만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100만 달러의 상금을 걸고 외계지적생명체에게 보내는 메시지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28) 이러한 소식은 최상의 유효적절
한 소통을 고민하는 전 세계 수사학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SETI와 METI 프로젝트의 가장 큰 어려움은 외계지적생명체와의 커뮤니케이
션을 위한 확실한 프로토콜(통신규약)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왜 우주를 향해
서 메시지를 보내고 받아야 하는지, 어디로 메시지를 보내고 어디에 전파망원
경을 조준해야 하는지, 어떤 주파수를 맞추어야 하는지, 우리 존재를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등 많은 고민할 질문을 던지고 있다. 
 1977년 8월 20일과 9월 5일 보이저 Voyager 라는 우주탐사선이 우주로 발
사 되었다. 그 전에 1972년과 1973년에 Pioneer 10호와 11호가 발사되었다. 
파이오니어 Pioneer 10호와 11호는 인류가 쏘아 보낸 최초의 성간 우주선이
다. 이 탐사선들은 앞으로 100억년간 다른 행성에 들어설 일이 없다. 대략 4.3
광년 걸리는 가장 가까운 별까지 가는 데만도 8만년이 걸리는데 더 멀리 황소
자리와 오리온자리의 경계 근처를 향하여 날아가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외계 
생명을 조우한다면 그 외계 문명은 성간 우주여행이 가능한 다양하고 고도의 
능력이 있는 지적생명체일 것이다. 이 Pioneer 10호와 11호에는 인류가 외계
지적생명체에게 보내는 명판을 실려 보냈는데 금으로 양극 산화 처리된 가로
세로 229x152mm의 알루미늄에 식각 (蝕刻)되어  안테나 버팀대에 부착하였
다. 이 메시지 내용은 보이저 호 레코드판의 초기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29)  
Pioneer 10호는 1973년 12월 3일 목성에 접근하여 사진을 전송하였고 1983
년 6월 13일 해왕성의 궤도를 통과했다. 명왕성의 궤도이심률이 커, 당시에는 

28) METI 프로젝트에 대하여 이명현 등(2015:168-203) 『외계생명체 탐사기』, 서해문집 참조.
29) 파이오니아 10호에 장착한 메시지의 아이디어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칼 세이건/김지선 역(2018 : 

65-86) 『코스믹 커넥션 Cosmic Connection』, 사이언스북스 참조.



해왕성이 태양계의 가장 바깥 행성이었다. 정의에 따라서는 파이어니어 10호
는 태양계를 벗어난 첫 우주선으로 볼 수 있으며 2003년 1월 23일 마지막 교
신을 끝으로 파이오니어 10호는 통신이 두절되었다. 

<파이오니어 10호, 11호 금속판>

 파이오니어 10호와 11호 금속판은 비록 단순했지만 대중으로부터 재미있다는 
반응과 근사하다는 반응을 다 끌어냈다. 신문과 텔레비전은 헐벗은 남녀가 그
려진 모습이 문제가 되었다. Los Angeles Times 편집국에는 NASA가 우주로 
‘외설물’을 보내는 데 세금을 낭비했다고 비난한 성난 독자 편지가 날아들었
다. 페미니스트들은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된 것처럼 보인다면 분개했고 왜 여
자가 아니라 남자가 손을 들고 있냐고 항의했다. 또 거의 모든 인종에서 자신
의 인종을 지나치게 닮았다고 경계심을 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의 십자
포화를 맞은 후 성간 메시지를 외계의 누군가가 실제로 수신할 가능성은 미미
하더라도 지구의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에 진지한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
게 되었다고 한다.30) 

30) 파이오니어 10호 11호 금속판 남녀 묘사 논쟁에 대하여 프랭크 드레이크의 “보이저 레코드이 탄생 
배경” 칼 세이건 등/김명남 역(2016 : 83-84) 『지구의 속삭임 Murmurs of Earth』, 사이언스북스 
참조.



   
4.3. 보이저 금제 음반(Voyager Golden Record)

<앞면>

<뒷면>

 보이저 1호와 2호에 실린, 지구의 각종 정보와 메시지를 담은 LP 디스크이



다. 12인치짜리 구리 디스크의 표면에 금박을 입혔기 때문에 골든 레코드
(Golden Record)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고 알루미늄 보호 케이스에 재생기와 
함께 보관했다. 음반의 이름은 ‘THE SOUNDS OF EARTH(지구의 소리)’이다.
보이저호에 레코드를 동봉하자는 제안은 총감독 칼 세이건의 아이디어이고, 디
스크에 실린 정보 역시 칼 세이건의 주도로 그의 동료, 창작감독 Anne 
Druyan(1949~)31), 기술감독 Frank Donald Drake(1930~)32), 디자인 감독 
John Lomberg 1948~), 인사말 구성작가 Linda Salzman Sagan(1940~), 프
로듀서 Timothy Ferris 1944~) 등과 함께 약 6개월간의 자료 수집 끝에 의견 
수렴을 했다. 
  재생장치와 알루미늄 보호 케이스로 구성된 디스크 내에는 총 116장의 사진
이 들어 있다. 별도의 사진이 동봉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이미지를 주파수로 
인코딩한 후 이를 디스크에 기록한 것이다. 컬러 이미지도 수록되어 있는데 이
는 삼원색 중 각각의 색으로 인코딩한 이미지를 순차적으로 기록한 것이다. 즉 
연속적으로 녹음된 레이어 3개를 순서대로 겹치면 컬러 이미지가 된다. 올 컬
러 사진들은 지구의 사진과 바다 속 풍경, 초원과 같은 아름다운 이미지들과 
다양한 민족들의 모습들을 담았다. 이 외에도 지구의 천문학적인 위치를 나타
낸 모식도와 인간의 수 체계와 단위를 설명하는 교육용 이미지들도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지구에서 쓰는 기호들, 인류가 현재까지 알아낸 대략적인 과학 
이론들도 수록되어 있다. 독특한 점으로는 인간의 간략한 해부도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순환계와 중추신경계를 보여주고 DNA에 관한 간략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 외계인 입장에서 볼 때는 알짜 정보들이라 할 만한 것들이라 
당시에도 ‘이거 우리가 외계인들에게 미리 지구에 대한 정보를 주어서 괜히 미
래의 화를 초래하는 것 아니냐?’와 같은 언론의 걱정들이 많았다고 한다.33)

 음성 정보로는 지구의 소리, 한국어를 포함한 55개국의 언어로 담은 환영 인
사와 당시 유엔 사무총장,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가 외계인에게 보내는 환영 
메시지도 수록되어 있다. 혹시 외계인이 물속에 살고 있을 가능성을 감안하여, 
고래 울음소리가 환영 메시지에 배경으로 깔려 있다. 또한 천둥이나 빗소리 등 

31) 이 작업을 마치고 칼 세이건과 결혼함. 현 칼세이건 재단의 이사장.
32) 우주생명체의 존재를 계산해내는 ‘드레이크 방정식’를 만들었음. 
33) 이 작업은 종종 논란이 되었는데, 이 정보를 얻을 외계인이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알 방도가 없는데

도 인류가 스스로 인류의 온갖 정보를 공짜로 알려준다며 비판을 받기도 했다. 혹 전쟁광 외계인이 
우주 함대를 이끌고 쳐들어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저항 수단도 없기 때문이라서. 이러한 비판에 대
해 칼 세이건은 정말 전쟁을 즐기고 호전적인 외계 문명이라면 인류의 역사에 대입해 볼 때 자기들끼
리 벌인 핵전쟁 따위로 우주 진출 이전에 자멸할 가능성이 크고, 성간우주에 진출할 정도의 문명이라
면 호전성이 높지 않고 교류를 중시하는 문명일 가능성이 높으니 침략 문제는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나무위키 www.namuwiwi.com』의 “골든 레코드” 및 칼 세이건 등/김명남 역
(2016 : ) 『지구의 속삭임 Murmurs of Earth』, 사이언스북스 참조.



지구의 자연물 소리와 인류의 여러 음악이 담겨 있다.34) 
 실질적으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없는 외계인에게 인간의 기호
를 가르쳐 주도록 고안된 앞부분은 매우 창의적이다. 이진법을 기본으로 해서 
점의 개수와 기호를 대응시켜 숫자를 정의한다. • = 1 (1) , •• = 2 (10) , ••• 
= 3 (101) 이런 방식으로 6까지를 서술한다. 외계인도 점의 개수를 바탕으로 
2진법 체계를 파악할 것으로 가정한다. 그래서 7부터는 점 기반의 표기는 사
라지고 아라빅 숫자와 이진법 표기만을 쓴다. 이후 10까지 기록한 다음엔 24 
등을 예시로 들어 10진법 체계에서 2자릿수를 어떻게 표기하는지를 가르쳐 준
다. 더 나아가서 숫자의 변화에서 사칙연산을 정의해 이후 각종 물리량 등을 
서술할 때 쓰게 된다. 시간의 단위는 수소 원자의 스핀이 바뀌는 시간을 기준
으로 서술한다.
 제 6장 ‘보이저호의 음악들’ 에는 칼 세이건과 다른 과학자들이 심사숙고해서 
고른 곡들로서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이나 척 베리의 조니 B. 굿 등 널
리 사랑받는 걸작들부터, 피그미 족의 성년식 노래, 페루 원주민들의 풍자곡 
등 인류 사이에서 널리 불리는 민요, 그리고 일본의 피리인 샤쿠하치의 독주
곡, 중국의 거문고 연주 ‘유수 流水’와 베냉의 타악기 합주곡 등 악기 연주곡
까지, 인류를 대표하는 곡들이 담겨 있다.
 
5. 착상 invention, 배열 disposition, 표현 elocution

 왜 레코드에 음악을 녹음하여 보낼 생각을 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칼 
세이건이 『지구의 속삭임 Murmurs of Earth』 에 쓴 1 장 “후대를 위하여”
에 잘 나와 있다. 그는 음악이야말로 인간의 감정을 전달하려는 시도에 있어서 
매우 훌륭한 수단이므로 충분히 발전한 문명이라면 여러 행성의 종들이 즐기
는 다양한 음악의 목록을 작성해 두었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우리
의 음악을 그들과 비교함으로서 우리에 대해 많은 정보를 유추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또 다른 동기를 찾자면, 음악 형식이란 소리의 물리적 특성이 가하는 제약 탓
에 대단히 제한된 몇 가지 종류로 국한된다고 믿고 따라서 ‘보편적’ 음악이 존
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수학과 음악의 관계는 일찍이 피타고라스 시대부터 
연구되어 왔고 특히 화음은 뚜렷한 수학적 특징을 지니므로 바이올린 연주를 
좋아했던 아인슈타인처럼 수학자나 이론 물리학자가 작곡과 연주에 재능을 보

34) 프랑스 유엔 대표의 짧은 나레이션 안에 인용한 보들레르의 시 '상승'(Élévation) 의 한 구절이 지구
의 문학을 대표하여 유일하게 우주여행을 하고 있다.



이는 경우가 흔하다고 했다. 따라서 보이저 레코드판에 담긴 음악은 지구인의 
감정만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전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주의 
법칙에서 통용하는 수학적 관계를 물리학과 천문학을 넘어 음악이 제일 잘 반
영한다는 아이디어가 저변에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35)  
 칼 세이건은 『코스모스』에서 “지구상 여러 문화권에서 즐기는 음악을 1시간 
30분 분량 (정확히 87분 30초)으로 편집하여 레코드판에 수록했는데 여기에 
실린 음악은 지구인이 느끼는 우주적 고독감, 이 고독에서 벗어나고 싶은 심
경, 외계문명과 접촉하고 싶은 우리의 갈망 등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했다. 
또한 생명 출현 이전부터 인류 탄생까지 지구에서 들을 수 있었을 만한 자연
의 소리와 함께 이제 싹트기 시작한 기술문명이 내놓은 각종 소리도 수록했고, 
흰긴수염고래가 바다 속 깊은 곳으로 사랑의 노래를 보내듯이, 이 레코드에 우
리의 우주 이웃에 대한 인류의 사랑을 실어 우주 저편 먼 곳으로 보내는 셈이
며 레코드에 실은 메시지의 대부분을 필경 그들은 해독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리의 시도가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36)

 그럼 어떤 음악을 담을 것인가? 보이저호 레코드판에 탑재한 음악들은 두 가
지 자질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첫째, 지구 유산의 우아함에 필적하는 훌륭한 
음악이어야 하는 점, 둘째, 인간들의 다양성을 암시하도록 충분히 다채로운 음
악을 보내고 싶은 점이다. 따라서 선정을 위한 두 가지 기준을 세웠는데 첫째, 
우주탐사선을 쏜 사회가 친숙하게 느끼는 음악만이 아니라 여러 문화들의 음
악을 폭넓게 아울러야 한다. 둘째, 의무감에 무언가를 포함시키지 말고 선곡 
하나하나 머리뿐만 아니라 가슴에도 와 닿아야 한다는 것이다.37) 
 이러한 첫 번째 취지에 따라 바흐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피그미 족 노래와 중
국의 고대 거문고 곡 <유수 流水>까지 선정되었다. 즉 서구와 비서구 문화의 
음악들을 모두 담으려고 애썼다. 선곡을 위하여 자기 문화의 예술이 다른 문화
의 예술보다 낫다는 착각에서 비롯한 대중의 무관심 속에서도 타 문화의 음악
을 이해하고 연구해온 주변 지인들의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두 번째 기준인 감동적인 음악이어야 한다는 데에는 많은 의견 차이
를 낳았다고 한다. 고전음악과 민속음악에 대한 선호도가 사람마다 달랐던 것
이다. 따라서 핵심 참여인원의 논쟁에 따라 선정과 탈락이 결정되었지만 누락
된 음악에 대한 실망은 포함된 음악에 대한 흥분으로 상쇄되었다고 한다.38)   

35) 칼 세이건 등/김명남 역(2016 : 28-29) “후대를 위하여” 『지구의 속삭임 Murmurs of Earth』, 사
이언스북스 참조.

36) 칼 세이건/홍승수 역 (2006 : 274-274) 『코스모스 Cosmos』, 사이언스북스
37) 음악학자 로버트 브라운은 “우리가 열렬히 아끼는 것들을 보내지 않을 거라면, 애초에 왜 보내겠습

니까?”  칼 세이건 등/김명남 역(2016:220) 『지구의 속삭임 Murmurs of Earth』, 사이언스북스, 참
조. 



 인간의 음악이 다른 행성의 다른 지적생명체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우연히 보이저호를 발견하고 레코드판이 인공물임을 알아낸 생명체라
면 그것이 귀환의 희망 없이 발송된 물건이라는 것도 알아챌 수 있을 거라고 
선정자는 예측한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를 희망했
다. 첫째, 지구인이 아무리 원시적으로 보이고 우주 탐사선이 아무리 조악해도 
우리는 스스로를 우주의 거주자로 여길 만큼 인식하고 있다. 둘째, 우리가 아
무리 작은 존재라도 우리 안에는 스스로 이미 멸종했거나 못 알아볼 만큼 변
할게 분명한 미래, 미지의 발견자에게 닿고 싶은 그 무언가가 있다. 셋째, 당
신이 누구이고 무엇이든, 우리도 한때 별들의 거주지인 이 우주에서 살았고 그
리고 당신을 생각했다.      
 다음은 27개의 선정곡이다. 작곡가, 가수, 연주가 이름, 소속 국가명, 녹음 연
도, 연주길이 등을 표시했다.39)

 
⓵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 [독일]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제2번 F장조 
BWV.1047 중 1악장, 1967년 뮌헨 바흐 오케스트라, 칼 리히터 지휘  4:40  
⓶ [인도네시아] 자바 궁정 가믈란 '다채로운 꽃들(Kinds of Flowers)', 1971
년 1월 자바 족자카르타에서 로버트 E. 브라운 녹음 4:43  
⓷ [베냉] 타악기 음악(percussion), 1961년 샤 듀벨 녹음 2:08 
⓸ [자이르] (지금 [콩고 민주 공화국]) '피그미 소녀들의 성년식 노래(Pygmy 
girls' initiation song)', 1951년 이투리 밀림에서 콜린 턴불 녹음 0:56  
⓹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의 노래 '샛별(Morning Star)', '사
악한 새(Devil Bird)', 1962년 샌드라 르브런 홈스 녹음 1:26 
⓺ 로렌소 바르셀라타 [멕시코] '엘 카스카벨(El Cascabel)', 1957년 로렌소 
바르셀라타와 마리아치 멕시코 밴드 연주 3:14 
⓻ 척 베리 [미국] Johnny B. Goode 조니 B. 굿', 1958년 척 베리 연주 2:38 
⓼ [파푸아 뉴 기니] '남자들의 집 노래', 1964년 7월 로버트 매클레넌 녹음 
1:20 
⓽ [일본] 샤쿠하치 '학의 둥지(鶴の巣籠り', 1967년 야마구치 고로 연주 4:54  
⓾)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 [독일] '바이올린을 위한 파르티타' 제3번 E장조 
BWV.1006 중 가보트와 론도, 1960년 아르튀르 그루미오 연주 2:55 |

38) 보이저호 탑재 음악에 대한 선정 작업에 대한 서술은 프로듀서인 티머시 페리스 Timothy Ferris 가 
맡았다. 칼 세이건 등/김명남 역(2016:220-281) 『지구의 속삭임 Murmurs of Earth』, 사이언스북
스, 참조. 

39) https://namu.wiki/edit/ 『나무위키』의 “골든 레코드” 제공 내용을 편집함. 리스트 맨 오른쪽에 대
부분 유튜브를 링크하여 연주를 들을 수 있다.   



⑪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오스트리아] 오페라 '마술피리' 중 제14곡 
〈밤의 여왕의 아리아〉, 1972년 소프라노 에다 모저, 바이에른 국립 오페라 관
현악단, 볼프강 자발리쉬 지휘 2:55
⑫ [그루지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오늘날의 조지아] 합창곡 '차크룰로
(Tchakrulo) (조지아에서 술마실 때 부르는 민요의 형식으로 여러 가지 노래
가 있는데, 이 노래는 지주에 대항하여 싸우던 농민들이 부르던 노래라고도 하
고, 혹은 배신당한 전사가 동료들을 모아 복수한다는 노래라고도 함.) 라디오 
모스크바 방송국 녹음, 연도 불명 2:18
⑬ [페루] 팬파이프와 북(Panpipes and drum), 1964년 리마의 카사 데 라 
쿨투라 녹음 0:52
⑭ 루이 암스트롱 [미국] '멜랑콜리 블루스', 1927년 루이 암스트롱과 핫 세븐 
연주 3:05 
⑮ [아제르바이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오늘날의 [아제르바이잔] 백파이
프 음악)  주자 카밀 잘릴로프(1938년생) 는 이 지역 음악의 대가로 추앙받고 
있다고 한다.] 1950년대에 라디오 모스크바 방송국 녹음 2:30 
⑯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러시아] (러시아에서 태어나 미국에 귀화해 생을 마
쳤으나, 봄의 제전이 작곡된 1913년에는 러시아 제국 국적이었음) 발레곡 '봄
의 제전' 중 〈희생의 춤〉, 1960년 콜럼비아 심포니 오케스트라, 이고르 스트라
빈스키 지휘 4:35
⑰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 [독일]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제2권 제1곡 전주곡과 
푸가 C장조 BWV.870, 1966년 글렌 굴드 연주 4:48
⑱ 루트비히 판 베토벤 [독일] '교향곡 제5번(베토벤)|교향곡 제5번' C단조 
Op.67 중 1악장, 1955년 런던 필하모니아 관현악단, 오토 클렘퍼러 지휘 || 
7:20 
⑲ [불가리아] '무법자 델요 (델요는 1720년경 불가리아 산속에서 터키 이슬람
교도들과 싸운 산적의 이름) (Излел е Дельо хайдутин)', 1968년 발랴 발
칸스카(1942년생의 불가리아 민요가수) 노래 4:59
⑳ [미국] 나바호 원주민의 '밤의 찬가', 1942년 윌라드 로즈 녹음 0:57
㉑ 앤서니 홀번 (Anthony Holborne, 1545?-1602. 엘리자베스 1세의 궁정음
악가로, 당시 영국은 아직 중세음악이 남아 있음. 음악들이 선정된 1977년에
는 그레고리오 성가가 복원되지 않았음) [영국] '파반느, 갤리어드, 알르망드, 
그 외 소곡들' 중 <요정의 원무(The Fairie Round)>, 1973년 런던 고음악 콘
서트, 데이빗 먼로 지휘 1:17 
㉒ [멜라네시아] 팬파이프 음악, 솔로몬 제도 방송국 녹음, 연도 불명 1:12 



㉓ [페루] '결혼 노래' (사실은 15세의 원주민 소녀가, 사기결혼을 당하면서 어
려서 내 인생은 종쳤다고 슬퍼하며 부르는 풍자적인 노래라고 함) 1964년 존 
코언 녹음 0:38
㉔ 백아 [중국] 고금(古琴)곡 '유수(流水)', 1967년 이전, 관핑후(管平湖) ( 
1897-1967. 중국의 유명한 옛 음악 연주자로, 잊혀진 줄만 알았던 혜강의 광
릉산을 복원하는 등 중국 고대 음악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침. 녹음 연도는 
불명이지만 관핑후 생전의 녹음임) 7:37
㉕ [인도] 라가 '자아트 카한 호', 1953년 수르슈리 케사르 바이 케르카르 노
래 3:30 
㉖ 블라인드 윌리 존슨 (1897-1945. 맹인 흑인 블루스 뮤지션으로 매우 불우
한 생을 살다가 감. 존슨이 자신의 노숙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곡으로, 
본래는 십자가형 이후 묻힌 예수를 표현함. 공허한 우주를 날아가는 보이저의 
외로움을 표현하기 위해 수록함) [미국] '어두운 것은 밤이요, 찬 것은 땅이니
(Dark Was The Night, Cold Was The Ground)', 1927년 블라인드 윌리 존
슨 연주 3:15
㉗ 루트비히 판 베토벤 [독일] 현악 사중주 제13번 B♭장조 Op.130  5악장'카
바티나', 1960년 부다페스트 현악 사중주단 연주 6:37

 칼 세이건은 “우리가 망라해야 할 인류의 다양한 음악들을 어떤 기준에 따라 
조직하면 좋은가?”에 많은 고심을 했다. 수사학적으로 볼 때 어떻게 배열 
disposition 할까와 일맥상통하는 방법론이다. 이을 위하여 백방으로 동서고금
을 불문한 음악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과 추천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 당시의 Rolling Stone 편집자, Center for World Music 센터장, 
Cantometrics Project 사장, 뉴헤이븐 심포니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원주민 
문화 전문가 등.
 팀원들과 조언가, 추천자들 사이에는 꽤나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 되었고 그 
중 상당한 논쟁이 뒤따랐다. 자연이 추천곡 중 탈락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최종 결정자인 칼 세이건이 추천한 드뷔시 Debussy는 누락될 수 밖에 
없었다. 대신 아제르바이잔의 백파이프 곡이 당선되었다. 누구는 한 작곡가의 
작품을 여러 편 싣거나 푸가 같은 한 형식의 작품을 여러 편 실어야만 의도가 
잘 드러난다고 했고 서양고전 음악 대신 다른 민족 음악을 넣자고 강력히 주
장한 이도 있었다. 또 문명의 상이한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발달 단계들이 
특유한 음악 형식들로 반영된다고 하여 사냥 음악, 채집 음악, 농업 음악을 추
천하기도 했다. 칼 세이건은 곧 “음악적 모티브들만 갖고서도 인류 문명의 진



화과정을 대략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 생각은 
곧 앤 드루얀이 편집한 지구 행성, 생명, 인간, 그리고 보이저 탐사를 가능하
게 한 기술 문명의 발전을 진화 순서대로 나열한 소리 에세이 <지구의 소리들 
Sounds of Earth>에 반영되었다. 아무튼 대부분의 선정 작업 관련자들은 우
주로 음악을 보낸다는 발상에 열광적으로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선택된 곡들의 순서는 다음 몇 가지 기준에 의해 정해졌다. 서양 유럽 음악만 
배타적으로 몰린 공간을 만들지 않기 위하여 서로 다른 문화들의 음악을 번갈
아 배치했다. 감정이나 분위기가 선명하게 대비되는 경우, 사뭇 다른 악기이지
만 똑같이 독주자의 기량을 뽐낸 경우, 언뜻 다르게 느껴지는 두 문화의 곡인
데 악기나 리듬, 선율이 비슷한 경우 두 곡을 연속적으로 배열하였다.        
 어떤 음악을 우주로 보낼 것인가에 대한 최선의 대답이란 존재하지 않고 그
런 결정을 내리려고 시도하는 사람마다 제작기 다른 답을 제시하리라는 전제 
하에 최종 결정자는 칼 세이건 이었다. 그래서 하이든, 바그너, 드뷔시, 베토
벤, 바흐의 작품 중 서양 전통 음악을 가장 잘 대변한다고 판단한 베토벤과 바
흐를 결정했다. 그리고 약간의 논쟁 끝에 흑인 문화 전통이 미국의 토착 음악
에 나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루이 암스트롱의 <Melancholy Blues> 
등 세 곡의 흑인 전통 음악을 선정했다. 또 그레고리오 성가와 Bob Dylan에 
관한 논쟁, 아파치 족의 자장가, 나치 동조자 연주, Brandenburg Conceto 
의 연주버전, Jefferson Starship, Vivaldi, Thaikovsky, Puccini, Handel 
그리고 Elvis Presley까지 선별 고민이 이어졌다. 
 특히 The Beatles의 멤버 네 명이 모두 동의한 <Here Comes the Sun>은 
저작권이 비틀즈 멤버들에게 있지 않았기에 아쉬움을 무릅쓰고 제외시킬 수밖
에 없었다. 이 선정 작업을 마치고 칼 세이건이 결혼을 선언한 앤 드루얀이 인
도 Surshri Kesar Bai kerkar가 부른 <Jaat Kahan Ho> 음반을 어렵게 얻
은 에피소드를 전하고 있고 베토벤의 현악 사중주 제13번 B♭장조 Op.130 5
악장'카바티나'는 막막한 우주 공간에서 다른 존재를 만나고 싶어 하는 갈망을 
잘 드러냄으로써 Voyager 레코드의 주요 메시지를 음악적으로 가장 잘 표현
했다고 평가했다. 러시아 대표음악을 선정하는데도 숙의과정을 거쳤는데 추천
받은 Nicolai Gedda가 테너 솔로로 부른 <젊은 도붓 장수 The Youong 
Peddler>는 가수의 국적, 내용의 자본주의 사업가가 처녀를 유혹한다는 오락
적 가사 내용 때문이었다. 중국 음악가 저우원종 周文中은 5000년 전통의 중
국 음악에서 보이저호에 실을 곡 딱 하나만 추천받고 주저 없이 <리우수이 流
水>를 추천했다.         
 이러한 선곡 논쟁과 용량의 시공간적 제한 그리고 저작권 문제들을 극복하고 



결국 음악의 지리적, 민족적, 문화적 분포 면에서 다양한 형식면에서, 다른 곡
들과의 관련성 면에서 최대한 공평한 대표성을 갖추기 위해 선곡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우주의 여러 존재들이 이미 수십억 년 동안 주
고받은 음악 즉 그 우주의 대화를 이 레코드판 안에 지금 지구문명의 소곤거
림으로 표현해 냈다는 의미를 담아서.  
 
6. 전달 – 성간 여행

 보이저호에 레코드를 장착하여 우주로 보내는 원대한 계획에 대하여 그 가능
성 여부를 떠나 반대하는 견해도 나왔었다. 논쟁을 일으킨 보이저호 지구 정보 
송출 반대 주장들은 이 음반이 가장 가까운 행성까지 최소 수 만년을 날아가
야 하므로 외계인과 만날 확률이 너무나 낮다고 보고 묻혀버렸다. 물론 지적 
외계생명체가 정말 존재한다는 것이 전제이다. 외계지적생명체에게 지구와 인
류에 대해 알리는 것이 목적이지만, 다른 외계 행성까지 가까이 가는데 몇 만 
년이 걸릴 테고 설사 그 행성의 근처에 도달하여 고지능 지적생명체가 발견한
다 하더라도 그 생명체가 우리와 비슷한 인지코드를 갖추고 있을 지 미지수이
다. 또 사고 및 이해방식과 지식수준 등 모든 면에서 호환된다는 보장이 없다
고 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잖은 학자들은 외계 생명체와의 교신을 위한 
시도라기보다는 우주를 향한 인류의 꿈, 그리고 언젠가 먼 미래에 만날 외계생
명체와의 평화적인 교류 정신 등을 담은 상징적 의미가 더 크다고 보았다.
 한편, 보이저의 수명을 생각하면 꼭 확률이 희박하지만은 않다고 희망을 보이
기도 했다. 골든 레코드는 우주 공간에서 오랜 시간을 버티도록 매우 튼튼하게
제작되었기에 레코드의 바깥 면은 10억 년 이상 버틸 수 있고 안쪽 면의 수명
은 우주의 수명과 맞먹는다고 계산했다. 즉 보이저가 어딘가에서 별이나 행성, 
소행성 등과 충돌만 하지 않는다면 이 골든 레코드는 거의 영원히 존재할 것
이라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지구상의 인공물들은 인간이 없어진다면 고작 수
억 년도 지나지 않아 흔적조차 찾아보기 힘들게 될 것이지만 골든 레코드는 
인류의 물건 중 가장 오래 버틸 물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40)

 그러므로 이 레코드를 굳이 만들어 실어 보낸 것은, ‘인류의 유서’와도 같은 
의미가 컸다. 1970년대 말, 미국과 소련의 냉전시대에 핵전쟁의 위협이 실존
했었고, 실수로 핵전쟁이 터져 지구문명이 절멸할 가능성도 없지 않았기 때문
에, 인류가 멸망한다면 지구인이 남기는 최후의 흔적들을 실어 보내고 싶었던 

40) 칼 세이건과 이 작업에 참여한 학자들의 찬반의견과 미래 예측견해를 칼 세이건 등/김명남 역(2016) 
『지구의 속삭임 Murmurs of Earth』 곳곳에서 읽을 수 있다.   



것이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인류가 몇 억 년 안에 망한 뒤 수십억 년 후에 
생겨난 외계 종족이 이를 발견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당시 과학자들은 
일종의 사명감을 갖고 인류의 마지막 기록에 들어갈 콘텐츠를 신중하게 고심
했던 것이다. 
  만일 먼 미래에 우주 사회가 개척된다면 본 레코드를 회수하여 '인류가 최초
로 우주로 보낸 지구문물' 등의 제목으로 우주박물관에 보관할 가능성이 크
다.41)

7. 에필로그 – post human

 앞으로 인간은 지구를 넘어 유전자 변형과 사이보그 강화 방법을 통하여 다
른 외계행성을 개척할 가능성이 크다. 즉 포스트휴먼이라는 새로운 종으로 탄
생하여 성간 여행을 추진할 것이다. 포스트휴먼들이 자신의 생물학적 부속물들
을 버리고 실리콘 기반의 인간으로서 노화와 죽음의 자연과정을 무한히 늦추
거나 피할 수 있는 유기적 생명체로 거듭 날지 두고 볼 일이다. 현재까지의 인
류 진화는 다윈론적 진화의 수십억 년과 그 앞에 있었던 수십억 년의 우주적 
시간에 비교하면 미래의 진화 단계는 매우 빨리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오늘
날 많은 이론가는 기계가 지구에서 인류를 능가하게 될 가능성을 인정한다. 이
러한 인공지능이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장소가 바로 행성과 항성 간의 공간이
다. 
 추론하자면, 외계지적생명체는 하나의 집약된 지능이 될 것이다. 그들의 신호
를 전송받고 있더라도 우리는 그 신호를 인공적으로 인식하지 못 할 수도 있
다. 즉 해석이 불가능할 수 있는데 진폭 변조에만 익숙한 전파공학자는 진보한 
무선 통신을 해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사이보그와 AI가 결합된 새로운 인류의 종들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
여 다양한 우주여행 및 개척의 가능성들을 열어 놓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쌍
방향으로 언젠가 외계인들이 지구를 방문할 가능성도 열어 놓아야 할 것이다.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 우주생물학 연구원 루이스 다트넬 Lewis Darnell의 인
간적인 바람이 인상적이다 : “나는 외계인들이 정말로 지구에 온다면 연구자로
서 올 것으로 생각한다. 지구생명체의 특유한 작동방식을 이해하고 싶어 하는 
생물학자. 인류학자, 언어학자들이 인류를 만나서 지구인의 예술, 음악, 문화, 
언어, 철학 그리고 종교를 배우기 위해 올 것이라 본다.”42)  

41) 『나무위키』의 ‘보이저 골든 레코드’에 관한 정보와 시사점을 주는 주석들을 참고.   
42) 루이스 다트넬 ”환영받는(또는 환영받지 못하는)방문자들: 왜 외계인들은 우리를 방문할지도 모르는

가?“ in: 닉 레인 저/짐 알칼릴리 엮음, 고현석 역(2018 : 52) 『지구 밖 생명을 믇는다』, 반니



 칼 세이건이 일찍이 『코스모스 Cosmos』에서 한 우주탐색에 대한 예측은 오
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커다란 격려와 당부이기도 하다 : 
“이것은 실패해도 성공하는 흔치 않은 인간 도전이다.”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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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수사학
-슈베르트의 <물레잣는 그레트헨(Gretchen am Spinnrade)>을 중심으로

김종영(서울대 기초교육원)

1. 들어가며: 수사학으로 음악을 포착해낼 수 있는가?1)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을 ‘설득이 필요한 순간에 설득에 필요한 수단을 찾는 기술이라고 
해두자’고 정의했다. 여기에서 기술이라는 말에 주목해보기로 하자. 희랍어에서 기술을 지칭하
는 말은 테크네 techne다. 이 말은 요즘 우리가 이해하는 테크닉으로서의 기술보다 더 넓은 
외연을 갖는다. 바로 원리와 예술이라는 의미까지 포함한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테크네
를 지식의 여러 종류 가운데 하나로 분류했다.

수사학이 갖고 있는 기초 학문적 성격 때문에 다양한 인접학문분야와 수사학은 연관될 수 
있다.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을 비롯하여 개별분과 학문들이 설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면 수사학을 피해갈 수 없다. 수사학과 오랜 반목의 세월을 보내왔던 철학도 따지고 보면 수
사학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수사학에 날을 세웠던 플라톤도 결국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설득
하기 위하여 수사학의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아이러니를 발견할 수 있다. 플라톤의 대부분의 
저작물들은 수사학으로 읽어낼 수 있다. 아니 온통 수사학의 보고(寶庫)라고 할 수 있다. 과학
은 어떤가? 엄밀한 증명을 요구하는 과학이라고 할지라도 수사학을 피해갈 수 없다. 자신의 
이론이나 학설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과학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학을 사용한
다. 과학 수사학이 생겨난 이유다. 수사학과 전혀 다른 노선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철학과 과
학이 오히려 가장 수사학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보통의 학문보다 더 엄격한 논증
을 요구하고 다중의 동의를 확보해야 하는 학문일수록 더 수사학을 요구한다는 논리가 참 재
밌다. 

공연이나 예술분야도 수사학을 부른다. 광고는 어떻고 드라마나 방송을 포함한 영상예술분
야는 또 어떤가? 온통 수사학이다. 대중에 마음을 얻기 위하여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실행하는 
전 과정이 바로 수사학의 체계와 꼭 같다. 그게 어디 가수나 배우에게만 해당되는가? 인간이 
의도를 갖고 생산해내는 모든 정신적 육체적 활동은 수사학으로 포섭해낼 수 있다. 정통 예술 
분야를 포함해서 대중적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문화영역 전반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음악수사
학, 미술수사학, 이미지수사학, 연극수사학, 영화수사학, 스포츠수사학 등 다양한 분과학문에
서 활발한 연구 성과가 나오고 있다. 어디 수사학의 분과학문이 그뿐인가? 정치수사학, 경제
수사학, 법학수사학, 문학수사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를 수사적으로 포착하는 연구들이 활발하
게 진행되고 있다.

수사학은 학문들 사이를 관통하는 원리가 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반 학문이 인간과 관계
를 계속 맺어 나가는 학문본연의 의무를 수행하려고 한다면 수사학의 도움을 반드시 요구한
다. 그래서 수사학이 학제적 학문이요 종합학문이라는 말이 자연스레 성립한다. 수사학은 과
거에도 학문의 여왕으로서의 지위를 지녔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학문의 여왕으로 군림할 것
이다.

이 글에서는 수사학의 종합 학문적 성격에 주목하여 음악수사학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우선 

1) 1장의 내용은 김종영(2015)의 일부를 가져와 다듬었음을 밝힌다.



음악과 수사학의 관계를 고전 속 전거를 통해 규명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음악이 제작되는 과
정을 수사학으로 포착하고 수사학의 제작단계인 발견(inventio)과 배치(dispositio)의 과정을 
음악이 어떻게 차용해 쓰고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음악수사학의 정초를 위해 
음악과 수사학에 놓여 있는 문제들을 점검해보고 그 해결책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끝으로 슈
베르트의 가곡 <물레잣는 그레트헨>을 수사학으로 분석하여 음악 수사학의 효용성에 대해 살
펴보고자 한다.

2. 음악과 수사학의 관계2)

  서구에서 음악이란 말은 무지케(mousike)에서 시작한다. 이 말은 ‘뮤즈의 기술’이란 뜻이
다. 이 ‘뮤즈의 기술’은 예술 일반을 나타내는 말이지만, 보다 광범위한 의미 장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는 이성과 감정이 결합되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개의 성격을 
지닌 의미가 섞여 있다. 헤시오도스에 의하면 (연설과 서사시를 담당하는) 뮤즈 칼리오페가 영
웅들의 혀에 이슬을 떨어뜨려 그들이 아름다운 말과 목소리가 유창하게 흘러나오게 한다.

“제우스께서 돌보시는 왕들 가운데 누구든 위대한 제우스의 따님들이
명예를 높여주시고 그가 태어날 때 눈길을 주시면,
그분들은 그의 혀 위에 감미로운 이슬을 떨어뜨리시고,
그러면 그의 입에서는 달콤한 말이 흘러나온다.”3)

  기원전 5세기 아테네에서 ‘무지케를 할 줄 아는 남자(musikos aner)’들은 교양 있는 남자
들로 시가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말도 잘 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그런 사람은 음악가는 물
론, 시인이나 철학자 그리고 연설가인 셈이다. 에우리피데스는 그런 사람들, 즉 음악과 시가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군중들 앞에서도 ‘말을 더 잘한다(musikoteroi legein)’고 표현한다.4)

플라톤도 철학을 무지케(시가)와 연관 지어 여러 곳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를테면 “철학은 가
장 위대한 시가”5) 라고 지칭할 뿐만 아니라, 연설과 우화와 관련된 무지케 이야기도 전한다.6) 
아울러 시인들을 비교하기도 하였는데, 가령 호메로스보다 서정시인 스티시코로스가 더 ‘무사 
여신들의 진실한 추종자’라고 하며 더 ‘음악적임(musikos on)’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7) 플
라톤에 따르면 사랑의 기술조차도 뮤즈의 기술에 힘입어 일어난다고 하였다.

“바른 사랑은 그 본성상 질서 있고 아름다운 것에 대해 절제 있고 교양 있게(시가에 밝은 사람답게) 사
랑하는 것이겠지?”8)

위의 인용문에서 “절제 있고 교양 있게 사랑 한다”는 말은 그리스어 ‘sophronos te kai 
musikos eran이다. 사려 깊고, 교양이 있어야 진짜 사랑이라 할 수 있는데, 무지케가 사랑에 

2) 2장과 3장의 내용은 Historisches Wörterbuch der Rhetorik 5권 가운데 1532-1567의 내용을 부
분적으로 발췌하고 재정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을 밝힌다.

3) 헤시오도스, 『신들의 계보』 81-84.
4) 에우리피데스, 『힙폴뤼토스』 989 참조.
5) 플라톤, 『파이돈』 61a.
6) 플라톤, 『국가』III, 398b 참조.
7) 플라톤, 『파이드로스』 243a 참조.
8) 플라톤, 『국가』 III, 403a.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musikos의 의미 장은 ‘musikotate 조화로운, 화성적
인’이라는 낱말과도 가까운데, 이 말은 경제적인 자산을 지칭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아첨꾼들이 꾀게 하지 않을 정도의 자산, 그러나 필요한 것들이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자산, 이것이 무
엇보다도 가장 적당하며 최선의 것이기 때문이다”9)

  ‘음악적’인 것을 나타내는 친족어적인 특성과 함께 ‘무지케’는 연설기술과 특별히 관련된다. 
이러한 특별한 관계 속에서 음악과 수사학은 이미 고대 그리스시대부터 유사한 기예로서 공통
의 미적 기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연설에서도 특히 음악적 특성은 효과
를 증폭시키는데 큰 의미를 갖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의견을 대변한다. 그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연설 형식은 전적으로 운율에 묶여서도 안 되고 리듬이 전혀 없어서도 안 된다. 운율에 묶이면 인위적
으로 보여 설득력이 떨어지는가 하면, 이런저런 운율이 반복되는 데 신경을 쓰다 보면 듣는 사람이 주의
가 산만해진다. (…) 한편 리듬이 없는 연설은 한정되지 않는데, 연설은 한정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운
율에 의해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한정되지 않은 것은 즐겁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만물
은 수에 의해 한정되는데, 연설형식에 적용되는 수는 리듬이며, 운율은 리듬의 구성요소이다. 따라서 연
설은 리듬은 갖되 운율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시가 될 테니까. 그러나 연설의 리듬은 아주 
정확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만 정확해야 한다.”10)

  고대 로마의 키케로와 퀸틸리아누스도 연설에 있어 음악적 요소를 강조하였다. 키케로는 아
리스토텔레스와 아주 유사하게, 산문은 운문형식을 취해서는 안 되지만 리듬을 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와는 달리 리듬의 ‘혼합과 조화’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리듬은 아주 느슨해져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아주 규칙적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했
다.11) 퀸틸리아누스도 리듬문제를 언급하였는데 많은 예를 들어 상세하게 분석하고 나서 낱말
을 결합할 적에는, 적절해야 하고 매력적이어야 하며 변화가 많아야 한다고 정리하였다.12)

  퀸틸리아누스에 따르면 훌륭한 연설가는 가능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
양한 분야의 수업을 받아야 했다. 그 가운데 음악도 있었다. 그는 플라톤이 폴리스의 시민들
은 음악이 필수라고 말했던 것을 인용하며, 연설과 음악의 관계를 상세하게 언급한다. 그는 
우선 소리를 리듬과 멜로디로 나누고 전자는 박자로, 후자는 선율과 음색으로 구성된다고 하
였다. 이어서 목소리의 크기와 높낮이를 구분하여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언급
하고 음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더 나아가서 그는 연설가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음악을 
필수교양으로 인식하고, 감정을 움직이고 진정시키는 방법을 음악지식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시인들 역시 음악을 빼놓고는 논할 수 없다고 하였고, 연설가교육에서 음악은 연설가
가 지녀야 할 필수교양이라는 사실을 여러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13) 이상의 논의들을 토
대로 근대이후의 많은 연구자들도 언어리듬과 음악의 내적 유사성뿐만 아니라 음악과 수사학
의 관계도 강조하였다.14)

9) 플라톤, 『법률』 V, 729a.
10)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 III권 8장.
11) 키케로, 『연설가』 172, 187, 196 참조.
12) 퀸틸리아누스, 『연설가교육』 IX 권 4, 146f. 참조.
13) 퀸틸리아누스, 『연설가교육』 I권 10 참조.
14)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를테면 Th. Champion(1602): Observations in the Art of English 



3. 음악 수사학의 제작단계: inventio와 dispositio를 중심으로

  고전수사학 이론에서 연설의 구상에서 실행되는 과정은 다섯 단계를 거친다. 발견, 배치, 표
현, 기억, 전달이다. 음악 수사학의 제작 단계도 고전수사학의 공정 과정으로 설명이 가능하
다. 18세기와 19세기의 작곡이론가들은 수사학의 용어에서 어느 단계는 이름을 그대로 가져오
고, 어느 단계는 다른 이름으로 대체하기도 하고 일부는 생략하기도 하고 통합하기도 해서 3
단계 작업공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inventio, dispositio, elaboratio다. 간략하게 살펴보면, 
작품의 성격이나 정서를 규정하는, 본질적인 부분을 발견하는 것을 inventio라고 부른다. 그
리고 작품 전체의 본질적인 부분을 구성에 따라 배치하고 분류하는 것을 dispositio라고 한다. 
끝으로 작품의 본질적인 부분을 발견하고 배치한 다음, 이를 적절히 표현하고 다듬고 마무리
하는 과정이 이어지는데, 이를 elaboratio라고 부른다. 따라서 음악작품제작에서 나타나는 해
당공정은 언어나 음악이나 기본적으로 동일하기에 수사학으로 포착해낼 수 있다. 그럼 이제부
터 음악수사학의 제반 작업 단계를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보기로 하겠는데, 여기에서는 음악
과 수사학에서 공통의 이름으로 명명하고 있는 inventio와 dispositio에 국한하여 설명해보기
로 하겠다.

3.1 구상(inventio 발견)
  
  음악에서도 일종의 ‘저장고’ 역할을 하는 토포스(topos)가 있다. 음악작품을 제작하는 사람
들은 이 공간의 ‘장소(loci)’를 수색하고 조회하여 자신의 악상과 주제를 ‘찾는다’. 이때 토포스
의 원칙은 앞서 언급한 퀸틸리아누스의 『연설가 교육』의 토포스 부분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음
악에서 인벤티오를 처음으로 언급한 사람은 글라렌(H. Glarean)이다. 그는 1547년에 이 주제
에 대해 말했다. 그리고 드레슬러(G. Dressler)가 이 inventio 개념을 작곡기법을 위한 교육
에 사용하였다. 그리하여 17세기, 18세기에 inventio는 광범위한 이론으로 확장하게 되었다. 
골자는 어떻게 하면 작곡가가 착상에 성공할 수 있는지 였다. 그밖에도 음악의 여러 분야, 이
를테면 대위법상의 제작, 통주저음의 제시, 교회음악 작곡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inventio가 
사용되었다. 이 경우에는 특히 텍스트와 음악 사이의 필수적인 관계에 주목하였다. 
  한편 음악작품을 제작할 적에 토포스를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있었다. 마테
손(J. Mattheson)이 토포스 사용의 비판적 관점을 대변하였는데, 그도 점차 음악적 inventio
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것의 학습가능성에 대한 광범위한 이론을 제시하기에 이른다.15)

1) locus notationis: 기보 상징16)

2) locus descriptionis: 정서 이동의 묘사
3) locus generis & speciei: 작곡의 장르와 형식을 통한 상징

Poesie와 Chr. Weise(1677): Politischer Redner 등을 참조할 수 있다.
15) Mattheson(1739): Der Vollkommene Capellmeister, 123-132 참조. 마테손은 인벤티오를 음악에 

적용시켜 이론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수사학과 시학에 관련된 이론서들을 참고하여 이론에 응용
하였다. 가령 바이제(Chr. Weise)의 『정치적 연설가』, 바이쎈보른(C. Weissenborn)의 『독일어와 라
틴어 웅변과 시의 기초입문』 같은 책을 들 수 있겠다.

16) 악보이름은 문자로 넣어지는데 장차 여기에 ‘연주’가 음표와 그것의 공간적 규정 등이 함께 명명된
다.



4) locus totius & partium: 전체 영역과 독창 성부를 통한 상징
5) locus causae efficientis: 원인이나 자극에 대한 연상
6) locus materialis: 음악적 상세-자료를 통한 협화음이나 불협화음17)

7) locus formalis: 상세형식과 프레이징을 통한 상징
8) locus finalis: 의미와 규정18)에 대한 문제
9) locus effectuorum: 효과의 배치를 통한 상징
10) locus adjunctorum: 프로그램 관철 가능성
11) locus circumstaniarum: 기타 연상
12) locus comparatorum: 비슷한 것들의 비교
13) locus oppositorium: 부적당한 사례에 대한 반대 가능성
14) locus exemplorum: 다른 작곡가의 모방
15) locus testimoniorum: 인용 

  작곡에서 inventio의 중요성에 대한 또 다른 증인은 하이니헨(J.D. Heinichen)이다. 그는 
오페라의 몇 가지 텍스트들을 보기로 제시하며, 수용 가능한 작곡이 어떻게 발견되는지에 주
목하였다. 즉, 사람들이 ‘인물, 사안, 존재, 원인, 종류와 방법, 시간, 장소 등의 상황을 언제 
고려해야 하는지를 말이다.19) 그밖에 헨델의 스승 차코브(F.W. Zachow)는 inventio 기술을 
더 좋게 습득하기 위해 수업에서 특히 공을 들였다. 바흐도 그의 2성과 3성 『Inventionen』을 
작곡하면서 inventio를 획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잘 실행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을 강
조하였다.20)

3.2 구성(dispositio 배치)

  수사학교육을 받은 음악가들은 작품을 구성할 때 수사학의 논거 배치술(dispositio)에 기댄
다. 드레슬러(Dressler)는 exordium(시작), medium(중간), finis(끝)를 음악적 말하기의 부분
으로 이해하였다.21) 부르마이스터(Burmeister)는 라쏘(Lasso)의 모테트의 수사적 구성(배치)
을 완벽하게 입증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울로스 연주자가 연주하는 회당의 입구에 있는 주
랑(proaulion)을 exordium(입구, 시작)과 비교하였고, 이 용어를 ‘리체르카르(ricercar)’라고 
번역하였는데, 이는 같은 이름의 음악장르인 리체르카레22)의 발전을 가져오게 했다. 리체르카
레는 자유롭게 즉흥적으로23)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규칙을 준수하여24) 다성 음악으로도 만들
어질 수 있다. 이것이 푸가의 초기형태가 되었다.25)

17) 텍스트와 배역의 표현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다.
18) 신의 찬양, 연극 등을 생각할 수 있다.
19) Heinichen(1728): Der General-Baß in der Komposition, 32, 48 참조.
20) Schmieder(1958): Thematisch-systematisch Verzeichnis der musikalischen Werke von J.S. 

Bach, 475 참조.
21) Dressler(1563): Praecepta musicae poeticae, hrsg. v. B. Engelke, in: Geschichtsbl. für 

Stadt und Land Magdeburg 49-50 (1914/15) 213-250.
22) “리체르카레 또는 리체르카는 '탐구하다'라는 뜻의 이탈리아어에서 유래한, '모방'의 기법으로 쓴 바

로크 시대 전반의 중요한 기악곡이다. 리체르카레는 16세기 초에 성악 모테토의 양식을 기악에 응용
한 데서 생겼다.” (출처: 위키백과)

23) 퀸틸리아누스의 ‘즉흥연설’이나 키케로의 ‘시작연설’에 따라서 만들어짐.
24) 키케로의 ‘짧은 연설’에 따라서 만들어짐.
25) Kirkendale(1979): Ciceronians versus Aristotelians on the Ricercar as Exordium, from 



  베라르디(Berardi)도 푸가구조의 예를 들면서 수사학의 논거배치(dispositio)를 말하였다. 그
는 논리학과 수사학의 요소를 연관 짓기도 하였는데, 주제설정을 ‘라 프로지치오네’로, 모방을 
‘실로기스모’로 그리고 종결부를 ‘일 콘크루데레’라고 말하였다. 음악과 수사학이 긴밀히 만나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마테손(Mattheson)은 초기에는 수사학의 논거배치를 명명
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대표작에서는 수사학을 활용해 음악적 구성에 대해 정리하였다.

“우리의 음악적 구성은 연설을 수사적으로 정돈하는 것과 비교해볼 때 단지 주제, 소재나 대상에서만 차
이가 난다. 그것은 바로 여섯 개의 부분으로 나뉘고 연설가에게 교수된다. 즉 시작(exordium), 사안설명
(narratio), 주제제시(propositio), 입증(confirmatio), 반박(confutatio) 그리고 마무리(peroratio)다.”

  그는 여기서 2개의 상이한 정리원칙을 라틴 수사학과 연관 짓는다. 한편으로는 키케로의 
『연설가에 대하여』,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퀸틸리아누스의 『연설과 교육』이다. 전자에서는 
정치적 공개연설이 기술되고, 후자에서는 특히 법정연설이 기술된다. 전자에는 연설의 부분들
로 다음과 같은 명칭이 나온다. exordium, narratio, propositio, confirmatio, peroratio. 
후자에는 명칭에서 약간의 차이가 난다. prooemium [principium, exordium], narratio, 
probatio, refutatio, peroratio.26)

  마테손에 의하면, exordium, 즉 ‘멜로디의 도입과 시작’에서, 목적과 전체 의도가 제시된
다. narratio는 주제설명이다. 이는 주제 안에 들어 있는 생각과 특성을 제시한다. propositio
는 간결하게 주제의 내용이나 목적을 포함해 주장하는 것이다. confutatio는 반박을 해소함으
로써 문제해결에 이르는 것이다. confirmatio는 진술을 기교적으로 강화하는 것이고, 끝으로 
peroratio는 결말이다. 마르셀로(Marcello)의 아리아 분석은 수사학적 구성에 따라 이루어졌
다. 이는 마테손의 관점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그밖에 바흐(Bach)의 <브란덴부르크 협
주곡 3번>의 분석도, 이 작품이 정확하게 마테손의 수사학적 배치의 관점에 따라 구성되었다
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27) 아울러 다양한 형식과 여러 부분으로 구성된 바흐의 <음악적 희생>
도 특별히 수사적 구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를 퀸틸리아누스의 『연설가 교육』의 
부분과 연관 지어 보이면 다음과 같다. 

Exordium I(Principium): Ricercar
Narratio brevis: Canon
Narratio longa: Canones
Egressus: Fugga
Exordium II(Insinuatio): Ricercar
Argumentatio(Quaestiones)28): Canones
Peroratio in adfectibus: Sonata
Peroratio in rebus: Canon (139)29)

Bembo to Bach, in: Journal of the American Musicological Society 32(1979), 1-44.
26) 이 경우 퀸틸리아누스의 ‘투쟁적인’ refutatio가 마테손의 경우에는 아마도 바이쎈본의 모범에 따라 

confutatio(논박)로 순화되었다.
27) Budde(1997): Musikalische Form und rhetorische dispositio. Zum ersten Satz des dritten 

Brandenburgischen Konzertes, in: H. Krones (Hg.): Alte Musik und Musikkpädagogik (Wien 
1997) 69-83 참조.

28) probatio와 refutatio로 구성됨.
29) Kirkendale(1980): The Source for Bach’s Musical Offering: The institutio oratoria of 



4. 음악 수사학의 정초를 위하여30)

  수사학 이론요소들을 타 예술 분야와 역사적으로 통합하는 작업은 적절한 것으로 여겨졌
다.31) 수사학자들이 다른 기호체계를 가진 분야에서 텍스트를 생산하는 데도 유용한 다양한 
요소들을 이미 체계화시켰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옛 수사학 이론이 체계화한 기호학적 보
편성을 말할 수 있다. 타 예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고 말
이다.32) 특히 5단계 제작 원칙은 광범위하게 다른 분야로 통합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우선 음
악이론에서 첫 번째 제작단계로 구상(발견 inventio)을 찾는다. 그 다음 음악텍스트 부분들이 
구성, 배열되는 배치단계를 찾는데 이것이 바로 제작의 두 번째 단계 dispositio다. 그런 후 
세 번째 수사학 원리인 표현(elocutio)과 다르지 않은 단계를 찾는다. 이 단계에서 음악텍스트
는 다듬어지고 세련된다. 마지막으로 텍스트 저장이론인 기억(memoria) 단계와 실행원리로서
의 연기(actio) 단계는 음악이론의 요소들을 묘사하는데 쉽게 포함할 수 있다. 
  더 철저히 관찰하면, 수사학과 음악의 비슷한 구조를 발견하는 문제는 우선 구체적 구조를 
다루는 전이의 더 낮은 차원에서 처음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문제는 음악적 토포스
가 거기에 있는지 아니면 구두 언어에서 발견되는 그러한 요소들을 반영하는 음악적 은유가 
있는지에 대해 답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 수사학적 구두 언어 무늬의 전체 집합이 어떻게 음
악이론으로 전이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해야 한다.33) 구두로 말하는 수사학 분야에서 빌
린 요소들은 음악에서 용어적으로 선택할 것이 부족하므로 거의 수사학 용어를 은유적이고 부
적절하고 모호하게 사용해 그 실행방식이 거의 늘 의심받고 있다.34) 
  음악을 수사적으로 분석하는 글들의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기로 하자. 가령 베토벤의 기악 
멜로디가 대개 절(verse)과 연(스탠자 stanza)의 기본 패턴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널리 알려
졌다. 이를 분석하고 있는 글들을 보면 수사학에 대한 일반적인 범주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을 
포착해낼 수 있다. 여기서 말한 오해는 수사학 이론의 기반에서 야기되는 오해다. 수사학과 
미학을 잘못 파악하는 것과, 언어성과 수사성을 혼동하는 것을 말한다. 시, 절, 그리고 스탠자
에서 나타나는 패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사람들은 미적 제작이론에서 빌린다. 바로 시학이
다. 이 분야는 고대로부터 수사학과 분리되어 발전했고, 다만 이론적으로 비슷한 전통이 있을 
뿐이다. 이와 비슷하게 음악의 ‘언어학적 성격’에 대한 질문은 수사학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
고, 언어학 관련 분야에서 가져온 것이다.35) 
  물론 이 질문은 ‘예술 수사학의 형태’에 관한 방법으로 제기될 수도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소위 수사학적 형태와 음악의 언어성 관점에서 유추해 다루어야 한다는 뜻일 것이다. 그래서 

Quintilian, in: Journal of the American Musical Society 33 (1980), 88-141 참조.
30) 4장의 내용은 Knape(2013)의 일부를 가져와 재정리하였음을 밝힌다.
31) 중세부터 음악이론가들은 수사학 제작이론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차용했다. 수사적 제작이론은 수사

학과 음악의 관계를 고려해 산출된 구체적인 가정 때문에 모범으로 여겨졌다. 그 가정 중 하나는 언
어 텍스트와 마찬가지로 음악 텍스트도 의사소통 역할을 하므로 결과적으로 음악은 의사소통적 사실
이라는 것이다.

32) Knape 1994b를 보라.
33) Vickers 1984 참조.
34) 수사학적 용어를 사용해 음악 구조나 음악적으로 중요한 구조를 규정하는 일은 모호할 수 있어 아무

리 낙관적으로 봐도 수사학에서 음악으로의 전이는 문제가 없을 수 없다는 말이다. 
35) ‘언어성’ 이슈와 구두 언어의 문법성을 그 구조들이 어떻게 음악과 유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적합한 질문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Hörr 2009, 93~115쪽 참조. 



음악 수사학에 대한 핵심질문에 초점을 맞출 간명한 대답이 필요하다. ‘언어성’ 또는 더 좋기
로는 음악의 언어적 유추에 대한 질문은 수사학자에게 중요하다. 음악이 상호주관적, 규약적, 
기호학적 토대에 기초하는지를 묻는 한, 청중 공동체의 수신인들이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음악을 의사소통적 사안으로 정의하는 것을 허용할지도 모른다. 만일 그렇다면 음악
은 수사학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론적 접근법은 오늘날 수사학에 대한 정의를 더 적절하고 포괄적인 것으로 여긴다. 이제 
음악에서 수사학에 대한 물음을 이 관점에서 재구성해보고자 한다. 음악에서 수사학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은 비본질적이다. 이것은 음악과 음악의 현주소나 세계의 연결고리에 집중하고, 
주로 음악이 수사학적으로 고안된 개인 상호적이고 의사소통적 상황에서 기능하는지, 그리고 
기능한다면 어떻게 기능하는지와 관련된다. 음악적 텍스트 내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예컨대 
몇 가지 음악적 무늬를 포함하는지에 관한 물음은 상호작용에서 텍스트가 의도하는 기능에 달
려 있다. 설득상황은 우리에게 ‘의사소통적 기능’에 대한 기준에 따른 수사적 무늬의 이용을 
판단할 것을 요구할지도 모른다. 
  이제 작곡가가 자신의 음악을 수사적 목적으로 썼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자. 즉 그는 자
신의 청중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가? 아니면 청중을 뭔가로 설득하는가? 음악의 이 수사
학적 방향을 말하지 않고는 음악적 텍스트 내에서 제작과 결과구조의 계산에 대한 영향을 말
할 수 없을 것이다. 음악에서 수사학에 대한 핵심질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수사학적 관심
과 작곡가의 위치를 알아야 한다.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질문에 접근한다. 그 이유는 기본적
으로 수사학은 제작 관련 이론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사학은 작곡가의 수사적 관심
과 그가 만들어내는 의사소통적 수단을 그의 음악적 텍스트에서 동등하게 고려한다. 무엇이 
수사학적 관련성을 구성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질문도 해야  할 것이다. 
  우선 텍스트 제작을 살펴보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을 주제와 상관없이 설득의 가능한 
수단을 발견하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36) 물론 우리의 경우는 음악이다. 이것을 작곡자용 
가이드라인으로 해석하면, 제작에 있어 가능한 계산을 이끄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이
것들은 설득의 계산이고 작업 전략으로, 주어진 음악적 텍스트에서 어떤 요소들이 수사적 관
심과 연관해볼 때 설득적인지에 대한 물음에 집중하게 해준다. 
  음악이 사회적 상호작용 안에서 일어나는 의사소통적 사실이고, 그것의 구체적 차원의 모든 
것을 이론적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작곡자는 의식적이든 직관적이든 작품 제작 과
정을 계산할 때 전체 의사소통적 맥락을 다루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커뮤니케이션으로 상
징적인 상호작용을 해 뭔가를 설득하는 수사적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수사학자는 
‘목표, 저항과 수단 사이의 관계’를 고려해 “행동과 표현을 예지적이고 사려 깊게 계획하는”37) 
전략에 대해 말하고 싶어 할 것이다. 음악가는 명예나 돈과 같은 사회적 가치 지표들로 결정
되는 성공의 정도로, 상호작용에서 성공을 얻는 의사소통적 수단을 찾으려고 노력할지도 모른
다. 만일 그렇다면, 일어날지도 모르는 가능한 저항들을 고려하기 위해, 음악가는 자신의 청중
이 가질 심리적 저항부터 우선 처리해야 한다. 여기서 심리적 저항은 작품의 질을 평가하는 
청중의 의구심 같은 것을 말한다. 만일 그런 형태의 저항이 없다면 수사적으로 어떤 설득적 
노력도 필요 없을 것이다. 설득의 음악적 수단은 청중의 심리적 상태에 들어 있는 변화에 성
공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저항을 적절한 형태로 변화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여기까지는 
좋다. 원칙적으로 이것은 수사학적 개입이 음악 안에서 어떻게 기능해야 하는 가의 문제다. 

36) Aristotle, Rhetoric, 1355b.
37) Knape/Becker/Böhme 2009, col. 153.



물론 구체적 상황을 놓고 볼 때, 수사학의 문제는 훨씬 복잡하고 복합적이다. 
  음악과 관련한 매우 구체적인 의사소통 상황에 대한 특별한 조건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조건들은 특정 매체(예를 들면, 특별히 준비된 무대 공간), 특정 장르(오페라, 교향곡, 소나
타 등)38), 상호작용하는 구체적 협력자들(작곡가, 오케스트라 단원, 실내 음악가, 고전음악 감
정가 등)39)을 포함한다. 커뮤니케이션 성공에 관심 있는 작곡가는 이 모든 요소를 계산하고 
고려해야 한다. 이 요소는 수사학적 요소로 포착해낼 수 있다.
  수사학적 요소는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수사학에 
대한 인식적 접근법으로 ‘인간 지식, 사고, 이성적 이해의 방향전환’으로 정의했다. 그는 이런 
맥락에서 ‘생각의 연결’, ‘추론’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그는 『시학』에서 이러한 인식적 요소
들을 텍스트로 제공해 내놓는 것으로 다루는 한편, 시에서의 수사학적 요소들을 지정하는 수
사학의 체계적 범주로 정의했다. 그는 “생각(dianoia)과 관련된 모든 것을 수사학에 관한 전
문서적을 쓰기 위해 남겨둘 수 있다. 이것은 더 적절한 연구 주제이기 때문이다.”40)라고 썼
다. 이 수사학적 요소는 A라는 의견으로부터 B라는 의견으로의 인식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우리는 이 변화를 묘사하기 위해 설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41) 
  음악 수사학에 관한 논의를 제대로 하기 위해 음악을 구분해서 다뤄야 할 것이다. 노랫말, 
시와 같이 언어적 기호로 이루어져 있는 성악작품과 이런 언어적 기호 없이 순수한 음악적 요
소로 만 이루어져있는 기악작품으로 말이다. 이렇게 분류하고 물음을 던져볼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감정적 효과 외에 순수 예술 음악, 즉 비언어적 순수 음악, 독립 음악, 절대 음
악에서 다른 수사학적 요소를 찾더라도 그것에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 이런 종류의 음악에 
의해 환기된 인식이 음악적 구조 내부의 자기 성찰적 자각보다 더 많을 수 있을까? 그런 음
악이 특정한 추상적, 구체적 용어가 없더라도 철학적 통찰력을 이끌 수 있을까?42)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예’라면, 음악에서 반드시 일종의 사상의 역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대답
이 ‘아니오’라면, 이러한 순수 음악 텍스트에서는 실제 수사학적 요소는 없을 수도 있다. 

5. 슈베르트의 가곡 <물레 잣는 그레트헨 Gretchen am Spinnrade>의 수사적 분석

“도대체 음악의 어떤 장르가 이 ‘비범한’ 작품을 본질적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43)

  베를리오즈가 한 말이다.44) 슈베르트도 괴테의 파우스트를 읽고 크게 감명을 받아 작곡한 
것으로 알려진다.45) 슈베르트는 낭만주의 초기 작곡가로 알려져 있다. 특히 가곡의 창시자이

38) 이들 각각은 자신들만의 작품을 만들어내려고 도전한다.
39) 이들 각자는 자신만의 기대와 능력이 있다.
40) Aristotle, Poetics, 19.2.
41) Knape 2003a, 특히 col. 875.
42) 이 질문은 ‘절대 음악’이 음악 역사의 다양한 시대에 규범화된 커뮤니케이션의 다른 유형을 포함하

는지, 귀추적 과정이 음악적 경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가능한지에 초점을 맞추는지도 모른다.
43) 진희숙, 무대위의 문학. 오페라, 551쪽.
44) 베를리오즈는 1829년 4월 10일 괴테에게 <파우스트의 8개의 장면 Huit Scene de Faust>악보와 

함께 편지를 보낸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당신의 고귀한 표현들과는 제가 결코 조화를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면서도, 그럴수록 유혹은 점점 더 강렬해지고, 매력은 더욱 격렬해져서 저도 
모르게 많은 장면으로 이루어진 음악이 만들어졌습니다. 명성의 공간에서 살고 계신 당신을 낯선 사
람의 찬양이 감동시키지는 못하겠지만, 당신의 천재성에 감동되어 심장이 더욱 빨리 박동치고 상상의 
세계가 불타올라 경탄의 환호성을 더 이상 자제할 수 없는 이 젊은 작곡가를 용서하시길ㄹ 바랍니
다.” 이해자, 파우스트 문학과 오페라, in: 이인웅 외: 파우스트, 그는 누구인가?



자 가곡의 왕으로도 불린다. 독일가곡은 낭만주의시대에 발전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예술가곡
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예술가곡은 그 멜로디가 아름답고 뛰어나다. 슈베르트가 19세기 독일
에서 일어난 낭만주의 시문학운동, 특히 다양한 주제를 표현하고 있는 주옥같은 시에 영감을 
얻어 많은 가곡을 작곡할 수 있었다. 독일이 다른 음악장르에 비해 예술가곡이 발전하게 된 
것도 이러한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낭만주의 음악은 여러 가지 특징을 논할 수 있겠으나 기악, 특히 피아노가 반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중주 역할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피아노에 감정이 들어가며, 피아노(연주
자)는 성악가가 부르는 노래와 감정을 교류하고 서로 주고받으며 시적인 느낌을 표현한다. 우
리의 분석대상인 이 작품도 피아노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마치 물레가 돌아가는 표상을 
떠올리게 한다. 악보를 보면 그것을 금세 알 수 있다. 피아노 부분의 악보의 위의 선율은 물
레를 연상시키듯 끊임없이 돌아가고, 아래 선율은 물레를 작동시키는 페달역할을 한다. 
  이 곡은 슈베르트가 17살 때 작곡하였다. 악보를 보면 모리츠 폰 프리즈 백작에게 헌정한다
고 되어 있다. 헌정을 받은 사람은 당대 최고의 재력가이자 예술후원자로 알려져 있다. 이 사
람은 특히 괴테의 젊은 친구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작가의 작품에 영감을 받
아, 자기를 후원하는 사람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고자 작곡했다는 사실을 추정해볼 수 있다. 
또 이 둘이 우정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슈베르트로서는 작곡의 동기부여를 
충분히 받은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작품을 작곡하게 된, 그것도 그 방대한 
작품 가운데 사랑에 빠진 그레트헨이 물레를 돌리면서 읊어대는 시를 텍스트로 소재로 삼은 
것은 특별한 이유에서 일 것이다. 
  우선 악보를 보기로 하자. 악보에는 제목부터 부제 그리고 작품번호 그 밑에 헌정자 이름이 
나온다. 순서대로 적어보기로 하자. 

Gretchen am Spinnrade (물레잣는 그레트헨)
Aus Goethe’s “Faust”(괴테의 작품 “파우스트”에서 가져옴)
Für eine Singstimme mit Begleitung des Pianoforte (피아노 반주를 동반한 성부를 위하여)
componiert von Franz Schubert (프란츠 슈베르트 작곡)
Op. 2. (작품번호 2)
Moritz Reichsgrafen von Fries gewidmet. (모리츠 폰 그리즈 백작에게 헌정)

  악보는 총 117개의 마디로 이루어져 있고 1개의 성부와 피아노의 멜로디와 화음을 음표와 
각종 음악기호와 부연설명으로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작품의 구상(inventio)과 구성
(dispositio) 단계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구상부터 보기로 하자. 수사학
의 inventio 단계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주목한다. 하나는 연사가 청중으로부터 신뢰를 얻어
내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청중의 감동을 자아내게 하는 일이다. 연사는 구상단계에서 이 두 
가지 요소가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를 음악에 적용하면 작곡자가 음악을 통해 전하려
고 하는 주제에 대한 구상이 될 것이다. 이때 주제를 전달하는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음악미학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다. 작곡자가 
전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이념인가 아니면 그것을 담고 있는 감정인가?46) 

45) 괴테의 파우스트를 읽고 감명 받아 음악으로 표현해낸 인물은 비단 슈베르트뿐만 아니다. 베를리오
즈, 리스트, 슈만, 바그너, 구노, 말러 등 수많은 음악가들이 가곡, 교향곡, 오페라 형식으로 파우스트
를 작곡했다.

46) 대부분의 해석자들은 음악의 정서적인 면을 고려하여 분석한다. 물론 감정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은 



  구상의 과정에선 무엇보다도 작곡자의 전체 악상과 주제의 구도가 짜여 져야 한다. 슈베르
트는 괴테의 시를 읽고 ‘사랑에 빠진 소녀’의 모습을 어떻게 음악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고
민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시해석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사랑’ ‘사랑에 빠지다’ ‘소
녀’가 그 시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이때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며, 그 주체인 소
녀는 어떤 캐릭터의 인물인지, 그리고 소녀의 사랑의 대상이 어떤 인물인지도 말이다. 슈베르
트는 텍스트 전체를 정독하면서 그 독서과정에서 들었던 생각들을 떠올렸던 정서들을 음표로 
표기했을 것이다. 괴테의 작품 파우스트에는 ‘한 편의 비극’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이 부제
가 붙은 것도 어쩌면 그레트헨의 사랑에서 시작된 아프고 슬픈 이야기가 큰 역할을 했을 것이
다. 튀빙겐 대학의 Kramer교수는 파우스트와 그레트헨의 만남에 진정한 사랑의 요소가 있었
느냐고 물음을 던진다. 그러면서 답하기를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라고 한다. 파우스트
의 노력이 부재하고 결정적으로 마녀와 메피스토펠레스의 마술, 그리고 뚜쟁이 역할을 한 마
르테 부인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고 진단한다. 그렇다면 그레트헨의 시구대로 파우스트가 정
말 순수한 소녀의 사랑을 받을만한 인물이었나? 라는 생각도 해 볼만 하다. 슈베르트가 혹시 
그런 행간을 읽고 그 슬픔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어쨌든 음악에서는 연인을 그리워
하는 소녀의 사랑과 슬픔의 정서가 짙게 배어 있다. 음악의 선율과 가사가 잘 조화되어 있다
는 느낌이 든다.47)

  앞에서 피아노 반주가 물레가 돌아가는 것을 나타낸다고 언급하였다. 피아노 반주, 즉 음정
과 멜로디가 가사와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 가사를 전달하는 성부를 표현하는 성악가와 이 
노랫말과 조화를 이루며 따라가는 피아노 반주자의 연주가 여하히 조화되느냐가 이 곡의 승패
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악보를 보면 성악가와 피아노 반주자에게 특별히 요
구하고 있는 내용들이 곳곳에서 나타난다. ‘음을 하나하나 이어주듯이’ 부르라고 하던가, ‘음
을 하나하나 짧게 끊어서’ 연주하라고 하는 등의 악상기호들은 감상자의 다양한 정서를 불러  
일으키는 데 적절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진정한 음악의 목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에두아르트 한슬리크 같은 사람 말이다. 그
는 『음악적 아름다움에 대하여』에서 진정한 음악은 감정이 아니라 사상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주장
한다. 감정을 불러내는 것은 음악치료 같은 영역에서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순수음악은 음을 통
해 전하려고 하는 고귀한 사상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에두아르트 한슬리크/이미경 옮김
(2004): 음악적 아름다움에 대하여. 참조). 음악을 성악과 기악으로 나눠 기악이야말로 진정한 음악이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이유는 성악에는 이미 노랫말을 통해 음악이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
지가 전해지기 때문이라며 이는 음악이 아닌 시나 다른 장르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는 것이
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를 제기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음악적 요소는 음이나 리듬을 염두에 두고 있
는 것 같은 데, 음이나 리듬이 꼭 음악만의 구성요소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듀이는 리듬이 심지어 
건축물에도 있다고 주장한다. 바로 이 리듬감을 포착해낼 수 있어야 작품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존 듀이/박철홍 역(2016): 경험으로서의 예술 1. 참조).

47) 수사학에서도 조화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원래는 기하학에서 사용되었던  배분정의가 사람의 일
에 매우 중요하고, 특히 말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강조한 이는 키케로다. 그는 『연설가』에서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도 조화가 어려운 일이지만 적절한 연설을 할 적에도 조화를 이끌어내는 게 쉽지 않은 일
이라고 상기시킨다. 그는 로마 공화정 말기를 살아가는 미래 리더들이 갖춰야 할 덕목으로 이 능력을 
특히 강조하였다. 키케로는 연설의 스타일을 논하면서 근대 이후에 등장하는 미학이론의 기본 틀을 
선취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미학적 관점에서 이상적 연설가를 바라보았다. 그가 수
사학을 기술하면서 그 제목으로 ‘연설가’라는 뜻의 ‘Orator’를 붙인 것은 여러 가지 전략이 들어 있
다고 읽을 수 있다. 수사학의 그리스 전통은 기술, 즉 테크네(techne)다. 플라톤은 심지어 이 기술을 
몰아내려고 했다. 스토아에 와서 기술은 중립적 개념이 되었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지 기술은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수사학에서 기술보다 사람이 전면에 부상한다. 책
임의 주체는 당연히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일 것이리라. 정치적 인간의 삶과 관련된 덕목으
로 연설가의 자질을 강조했던 키케로의 인문정신을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작품의 구상이 끝난 다음, 작곡가는 이 구상을 어떻게 음악작품에서 배치하고 구성할 것인
지 고민할 것이다. 수사학에서는 이 단계를 dispositio라고 한다. 떠 오른 악상을 모두 다 악
보에 담아내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주제와 작곡의도를 살려 꼭 필요한 요소들만을 
추려내야 할 것이다. 취사선택의 시간이다. 이제 최종 걸러진 내용들48)을 어떤 위치에 배치시
키느냐가 관건이다. 조형예술과 달리, 음악은 연설에서와 마찬가지로 시간적이고 선형성을 띠
고 나타난다. 그래서 처음과 중간과 끝이 있다. 수사학에서는 중간부분을 특히 강조한다. 이를 
특별히 강조한 인물은 아리스토텔레스다. 그는 당시 연설기술자들이 연설의 몸통인, 본론의 
논증부분을 제대로 다루지 않고 청중의 감정에 호소하며 선동한다고 싸잡아 비난했다. 이 몸
통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시작이 필요하고 마무리가 존재한다고 본 것이다. 
음악에서도 같은 논리를 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앞서 구상단계에서 조화를 언급한 
바 있다. 구성단계에서도 이 조화는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어떻게 시작하면 몸통의 핵심메
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듣는 사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잘 따라올 수 있
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분석대상인 <물레잣는 그레트헨>은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 음악의 균형이 잘 잡혀
있다. 앞서 구상단계에서 악상의 조화에 대해서는 충분히 언급했다. 이제 악보를 처음부터 따
라가면서 악상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수사적으로 포착해내기로 하자. 수사학의 시작부분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언급하였듯이 연주의 서곡이라고 할 수 있다. 핵심 메시지를 잘 따라갈 수 
있는 특별한 장치를 준비해야 한다. 수사학에서는 연사의 에토스가 강조되고 전달할 메시지의 
참신성과 관심도가 관건이 된다. 악보의 시작을 보면 성악가의 멜로디를 표시하는 오선지 맨 
위에 ‘nicht zu geschwind’라는 표현이 보인다. 너무 빠르지 않게 부르라는 표시다. 보고 싶
은 임을 그리워하는 소녀의 심경을 나타내기 위해 목소리를 처음부터 빠르게 가지고 가지 말 
것을 작곡자가 주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부분의 피아노 반주자에게 보내는 메시
지는 위 선율과 아래 선율이 차이가 난다. 위 선율에는 ‘sempre legato’로 ‘항상 레가토’를 
유지하라는 사인인데, 이는 음을 끊지 말고 하나하나 이어주듯이 연주하라는 신호다. 아래 선
율에는 ‘pp’와‘sempre staccato’가 적혀 있다. 매우 여리게 할 것을 주문하면서도, 항상 스타
카토를 유지하라는 말인데, 이는 음을 하나하나 짧게 끊어서 연주하라는 신호다. 성악가의 음
성과 피아노의 반주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시작되는지 느낌이 올 것이다. 수사학의 시작
규칙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어서 피아노 반주의 위 선율에 ‘cresc.’(점점 커지게), ‘f.’(강하게), ‘디크리센도’ (점점 여
리게)의 표기가 이어진다. 전체적으로 너무 빠르게 연주하라는 첫 사인을 염두에 두고 연주가 
시작된 후 곧 음의 변화를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수사학에서는 서론에서 본론으
로 바로 가지 넘어 가지 않고 중간단계인 사안을 설명하는 단계가 있다. 슈베르트도 이 음악
의 최고 절정에 이르는 ‘입맞춤’을 표현하기 위하여, 가장 높은 음으로 가기 위한 음의 세기를 
조정하며 준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다가 하이라이트에 임박해 왔을 때 ‘cresc. poco 
a poco’의 표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까지의 정서를 조금씩의 정도를 두고 강조하고 시간
을 충분히 들여 커지게 할 것을 요구하는 사인이다. 그런 다음 ‘accel.’, 아첼레란도, 즉 점점 
빠르게라는 표기가 나오고 바로 ‘ff.’ 포르티시모, 즉 매우 세게 연주하라는 신호가 나온다. 그 
대목에 피아노 아래 선율에는 ‘fz’ 포르잔토, 즉 음을 특히 강하게 연주하라는 신호가 나오는
데, 이는 성악부의 가사가 절정으로 치닫는 것을 잘 받쳐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최고 높은 

48) 수사학에서는 이것을 논거라고 표현하는데, 연사의 생각이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가 
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음이자 곡의 가장 극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입맞춤’ 부분에는 ‘페르마타’ 표시가 붙어 
있다. 이는 음을 실제의 길이보다 더 길게 연주하라는 사인으로, 최고의 정서를 좀더 지속시
키려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노랫말 ‘입맞춤’이 길어질 때 피아노 반
주는 잠시 멈추고 ‘pp’ 피아니시모, 즉 ‘매우 여리게’ 연주할 것을 주문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곡은 사랑에 빠진 소녀가 연인을 그리워하며 물레를 돌리며 독백을 하
는 과정을 표현하고 있다. 슈베르트는 연주자에게 소녀의 안타까움을 더욱 극대화시키기 위한 
장치를 악보에서 단계적으로 표현해내고 있다. 그래서 곡이 전체적으로 빠르지 않아야 할 것
을 요구하기도 하고, 특히 연인과의 ‘입맞춤’을 회상하는 대목에서는 고조된 감정으로 인해 물
레를 멈추게 하고 그 순간을 잘 드러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어 곡은 다시 처음 주제로 돌아간다. 이때 피아노 반주는 멈췄던 물레질을 다시 이어가는 
느낌을 살려주는데, 노래를 부르는 소녀는 완전 절망에 빠져들게 된다. 그러면서 노래는 종말
을 향해 달려간다. 수사학에서 마무리 부분에서 신경 써야 할 일은 몸통에서 다루었던 핵심 
메시지를 머릿속에 각인시키고 마음속에 오래 동안 머물도록 하는 일이다. 바로 강조와 요약
이다. 이 부분에서 특별히 연사는 청중의 감정에 호소할 수 있어야 한다. 슈베르트의 이 곡도 
마무리에서 수사학의 원칙을 잘 지키고 있다고 보인다. 처음이 주제로 악상이 옮겨가면서 소
녀의 불안 심리가 계속되고 절망의 순간이 다가옴을 암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게 한다. 노랫말
의 마지막 가사를 부르기 바로 앞에 피아노 반주의 위 선율에는 ‘ritard.’ 리타르단도, 즉 ‘점
점 느리게’ 연주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두 소절의 가사가 이어지고 피아노 반
주만 들려온다. 이 때 피아노 반주 위 선율에 ‘dimin.’ 디미누엔도, 즉 점점 여리게 연주할 것
을 주문하고, 바로 ‘ppp’, 피아니시시모, 즉 ‘가장 여리게’연주하다가 페르마타가 붙으며 연주
는 끝나게 된다. 마치 영화의 ‘페이드아웃’이 연상되는 느낌이다. 슬픔의 극에 달한 소녀가 더 
이상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안절부절 하다가 소진돼 넋이 나가 있는 느낌을 들게 하여, 듣는 사
람의 감정에 짙은 여운을 남기며 곡이 끝난다.
  지금까지 수사학의 제작원리를 음악에 적용하여 분석해보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음악과 수
사학의 깊은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음악작품 분석에 수사학이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나마 살필 수 있었다. 시와 언어가 있는 음악을 다루고 또 이를 수사학으로 
포착해내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다. 그렇다면 언어가 없이 절대적인 음으로만 이루어져있는 음
악에도 과연 수사학이 작동할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은 추후 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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