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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사르, 『갈리아 원정기』Commentarii de bello Gallico의 
수사학적 장치

박헌영 (서울대학교 협동과정 서양고전학 박사과정)

1. 들어가는 말

  율리우스 카이사르(C. Iulius Caesar, BC 100~44)는 로마사에서 매력적인 인물 중 하나로 
손꼽힌다. 그는 군사적 지도자로서 갈리아의 정복이라는 위업을 이루어냈으며, 역전의 용장이
었던 폼페이우스(Cn. Pompeius Magnus, BC 106~48)를 파르살루스에서 격파했다. 그의 연
설과 저작들은 당대에도 높은 평가를 받았을 정도로 문필가로서의 명성 또한 높았다. 무엇보
다도 그를 기점으로 로마의 정치체제는 변화했다. 그는 공화정과 원수정의 경계에 서있는 인
물로서, 그의 저작을 이해하는 것은 당시 공화정 후기의 정치적 상황을 이해함에 있어 필수적
이다.

  또한 연설가로서의 카이사르의 명성 또한 부족함이 없다. 그의 수사학적 능력은 키케로, 수
에토니우스, 퀸틸리아누스 등에게 찬사받았다. 그의 수사학 교사인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그니
포는 그리스어와 라틴어 수사학의 대가였고, 카이사르가 로데스를 여행 중일 때, 한때 키케로
의 수사학 교사였던 아폴로니우스 몰론에게 수사학 훈련을 받았다고 전해질 정도로 그의 배움
의 깊이 또한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나 그의 명성과 달리 키케로는 카이사르의 저작들을 두고 수사학적인 장치가 부족하다
고 평가하고 있으며,(Cicero, Brutus. 262.) Conte 또한 카이사르의 저작들이 '수사적인 꾸밈
을 거부한 진정한 역사(historia)에 걸맞는 객관적인 문체'로 쓰여졌다고 평가하고 있다.1) 이
는 흥미로운 대목인데, 전쟁에 최고 사령관으로 참여한 자가 자신이 참여한 전쟁에 대해 업적
에 대한 과장없이 기록을 남겼다는 점은 의문점으로 남는다. 더욱이 상당 부분 발견되는 그의 
기록의 허구들은 그의 저작의 작성 목적이 업적의 칭송을 위함인지, 자신이 겪었던 전쟁에 대
한 단순 기록인지를 의심하게 만든다. Rasmussen은 그의 작품이 진행될수록 더욱 수사학적
인 문체를 드러내며, 작품 전체의 서사가 수사학적 구조를 그리고 있다고 평가한다.2) 그렇다
면 카이사르가 그의 저작을 단일한 서사를 가진 완성된 전체를 염두에 두고 작성한 것인지, 
그와 별개로 개별적으로 각 권들을 작성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남는다.

1) G. B. Conte, Latin Literature. A History, B. Baltimore &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4, p. 229.

2) Detlev Rasmussen, Caesars commentarii – Stil und Stilwandel am Beispiel der direkten 
Rede. Göttingen Universität, 1963. (Anders Dalström, Rhetorical Themes and Features in 
the Speeches of Julius Caesar’s De Bello Gallico and De Bello Civili, Lund University, 
2015, p. 10.에서 재인용)



2. 갈리아 원정기의 장르와 작성시기의 문제

  분명히 『갈리아 원정기』는 카이사르라는 인물 그 자체나, 그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함을 목
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하면, 작품 내의 허구적 요소들을 이용하는 방식
은 과장의 측면이 없지 않으나, 사료로서의 가치를 다소 격하할지언정, 그 요소들이 특별히 
이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 작품이 실제로 업적들을 바탕으로 한 자기 홍보가 
목적이라면, 몇 가지 문제에 맞닥뜨리게 된다.

  이 작품의 장르를 업적록이나 프로파간다로 특정하기에는 비교적 수치나 사례들이 구체적이
지 못하다. 작품의 서사는 주로 전투를 승리하는 과정에 맞추어져 있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자신을 높이기보다는 로마 군의 위대함을 드러내 보이는 것에 치중하고 있다. 아우구스투스의 
『업적록』과 비교했을 때 전공의 주체가 자신을 향하지 않고, 전투 과정의 상세함에 비해 전리
품의 목록은 명시적이지 않다. 반면 아우구스투스의 『업적록』은 비문의 형태로 존재하여 자신
의 업적의 홍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하며, 1인칭 주어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업적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소위 프로파간다라고 하면 전달하고자 하는 정치적 메시
지가 명확해야만 하고, 그것이 독자 혹은 청자에게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전달되어야만 하므로 
명령조의 문체를 지니게 된다. 또한 독자나 청자들이 다른 생각을 할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In his fuit Ariovistus, qui naviculam 
deligatam ad ripam nactus ea profugit: 
reliquos omnes, equitatu consecuti, nostri 
interfecerunt. Duae fuerunt Ariovisti 
uxores, una Sueba natione, quam domo 
secum duxerat, altera Norica, regis 
Voccionis soror, quam in Gallia duxerat a 
fratre missam: utraeque in ea fuga 
perierunt; duae filiae: harum altera 
occisa, altera capta est. 

(Caesar, De Bello Gallico, 1.53.3-4)

이들 중에 아리오비스투스도 있었는데, 그는 강
가에 묶여있는 작은 배를 발견하여 그것으로 달
아났다. 남은 사람 모두는, 기병대에 추격당하
여 아군에게 몰살당했다. 아리오비스투스의 부
인은 두 명이었는데, 한 명은 수에비인으로, 고
향에서 데리고 온 여인이며, 다른 한 명은 노리
키인으로, 보키오 왕의 여동생인데, 그녀는 그
가 갈리아에 있을 때 오라비에 의해 보내졌다. 
두 여인 모두 도주 중에 죽었다. 두 딸들도 있
었다. 이들 중 한 명은 죽었고, 다른 한 명은 
붙잡혔다.

quater [pe]cunia mea iuvi aerarium ita ut 
sestertium milliens et quing[en]tie[n]s ad 
eos qui prae<e>rant aerario detulerim. et 
M(arco) Lepido et L(ucio) Ar[r]unt[i]o 
co(n)s(ulibus) in aerarium militare, quod 
ex consilio m[eo] co[ns]titutum est, ex 
[q]uo praemia darentur militibus qui 
vicena [aut plu]ra sti[pendi]a emeruissent, 
HS milliens et septing[e]mi[ens ex 
pa]t[rim]onio [m]eo detuli. 

(Augustus. Res Gestae, 17)

나는 네 차례 나의 돈으로 국고를 보조하여, 
150,000,000 세스테르케스를 국고를 관리하는 
자들에게 전했다. 마르쿠스 레피두스와 루키우
스 아룬티우스가 콘술일 때 나의 조언에 의해 
만들어졌고, 20년 혹은 그 이상을 복무한 병사
들에게 보상을 지급한 군자금고에 170,000,000 
세스테르케스를 나의 재산에서 출연했다.



편향성을 띠는 것이 보통이다. 심지어 이 작품은 작가인 자신을 3인칭화하여 서술함으로써 주
관을 최대한 개입시키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작품 내에 담겨있는 허구나 과장과는 
상당히 대비되는 모습이다. 

  Wiseman은 『갈리아 원정기』의 출판 방식에 주목하여 이를 업적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
한다. 전체가 단일한 서사를 이루고 있으며, 이 작품이 원로원에게 전황을 보고하기 위해 쓰
여졌다는 기존의 해석을 비판한다.3) 특히 그는 작품 내에서 사실관계가 충돌하는 경우를 주목
한다. 가령 2권에서 카이사르는 전투 이후 무기를 들 수 있는 네르비이인들의 수가 6만 명에
서 5백명으로 줄어들었다고 기술하고 있으나(Caes. B.G. 2.28.1) 3년 뒤에 네르비이인들은 6
만 명의 병사를 이끌고 퀸투스 키케로를 포위하고 있다.(Caes. B.G. 5.49.1) 그는 이와 같은 
사실 관계의 오류가 이 작품이 한 번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기술된 것임을 
나타내는 증거로 제시한다. 카이사르 사후에 히르티우스(A. Hirtius, BC 90?~43)가 작성한 이 
작품의 속편의 서문은 『갈리아 원정기』의 1권부터 7권까지의 기록이 처음부터 단일한 서사를 
구성하고 있다기보다는, 히르티우스가 다듬기 전 단계의 비망록으로써 기록되었음을 암시한
다.(Hirt. Supp. Prae. 2) 그러나 이 작품이 비망록에 불과하다면, 이 작품이 히르티우스가 보
완하기 이전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는 점은 이상하다.

  히르티우스의 서문은 『갈리아 원정기』의 제목을 『카이사르의 갈리아에서의 업적에 대한 기
록』(Caesaris commentarii rerum gestarum Galliae)으로 칭하고 있다. Kelsey는 작품의 
제목이 유실되어 전승되었으며 히르티우스의 기록과, 그 외의 문건들에서 이 작품을 일컬어 
『그의 업적에 대한 기록』(commentarii rerum suarum)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근거하여 이 
작품의 원제는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업적에 대한 기록』(C. Iuli Caesaris 
commentarii rerum gestarum)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4) 이 제목은 『갈리아 원정기』와 
『내전기』(commentarii de bello civile)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의 작품을 구성하고 있음
을 암시하며, 카이사르의 죽음으로 인해 현재의 두 개의 작품으로 전승되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비망록(commentarii)의 기능과 업적록(res 
gestae)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비망록(commentarii)이 다루는 주제의 범위는 매우 넓은데 그 중에서도 특히 건설 사업이
나 토지의 분배, 기소 등에 관한 여러 "공적인 기록"과 다양한 주제의 강의록이나 논평과 같은 
“학술적인 기록”들이 이에 해당한다. Riggsby는 비망록(commentarii)의 주제를 통해 성질을 
규정하기 보다는 이것이 출판이 기대되지 않는 내부 문서임을 지적한다.5) Cleary는 자신의 
업적에 대한 사적인 내부 문서의 출판 자체가 새로운 문학적 장르를 시작한 것이라고 분석하
지만, 이 기록이 히르티우스의 보완을 필요로 하는 내부 문건이었음을 감안하면, 이 비망록
(commentarii)은 완성될 작품이 가져야 할 방향성을 제안한다.6) 또한 카이사르가 자신을 3인

3) K. Welch, A. Powell, Julius Caesar as Artful Reporter: The War Commentaries as Political 
Instruments. London: Duckworth, 1998, p. 2. 

4) Francis W. Kelsey, “The Title of Caesar’s Work on the Gallic and Civil Wars,” 
Transactions and Proceedings of the American Philological Association 36, 1905,  
pp.225-234.

5) A. M. Riggsby, Caesar in Gaul and Rome: war in words. University of Texas Press, 2006, 
pp. 134-147.

6) Vincent J. Cleary, “Caesar’s ‘Commentarii’: Writings in Search of a Genre,” The Classical 
Journal 80, no. 4, 1985, pp.345-346.



칭으로 표현하는 것은 카이사르 자신이 갈리아 전쟁에 대한 최고의 증인임을 암시한다. 이는 
폼페이우스가 자신의 업적을 알리기 위해 전기작가들을 종군시켰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비록 『갈리아 원정기』가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일지라도, 이 작품은 실제로 널리 알려
졌다. Cleary는 Kelsey가 제안하는 『갈리아 원정기』의 원제가 옳다면, 이 작품의 장르는 ‘역
사(historia)’를 향하고 있음을 지적한다.7) Wiseman은 키케로(M. Tullius Cicero, BC 
106~43)를 인용하여 역사 장르가 시민들의 인기있는 오락 거리였음을 보인다. 키케로는 『최고
선악론』(De finibus bonorum et malorum)에서 가장 비천한 신분의 자들이나 장인 계층조
차도 역사를 즐기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키케로가 지적하는 대상들은 일반적으로 책을 
구매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오락거리가 될 수 있었
던 이유는 역사 장르가 기본적으로 구연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8)카이사르에게 있어 정치
적 문제 중 하나는 로마에서의 부재(in absentia)였다. 또한 그의 정치적 기반은 평민들의 지
지에서 나왔다. 그가 갈리아로 부임할 수 있었던 근거는 민회에서 통과시킨 바티니우스 법(lex 
Vatinia)이다. 카이사르는 자신의 공로를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다. 이런 상황
에서 『갈리아 원정기』는 구연의 방식으로라도 지속적으로 출판이 되어야할 필요가 있었으며, 
그 대상은 평민을 향하고 있다. 또한 카이사르는 자신을 갈리아 전쟁에 대한 최고의 증인으로
서 제시하고 있으며, 비망록(commentarii)의 단계에 불과함에도 작품의 배포에 상당히 힘을 
기울이고 있다.

  카이사르는 『갈리아 원정기』를 통해 로마 사회에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Riggsby는 최근의 연구들이 『갈리아 원정기』의 프로파간다적 성격을 부정하는 것
에 대해 비판적이다. 물론 전술한 바와 같이 프로파간다는 독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다가가야 
하지만, 이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에 불과하고, 중요한 것은 전하고자 하는 메
시지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는 프로파간다가 하나의 장르가 아니라 어떤 담론이 가지는 목
적 그 자체에 해당되며, 이 작품은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서술이 아니라 문학적이고 수사적인 
서술을 통해 메시지를 던지는 프로파간다적(propagandistic) 성격을 가졌다고 평가한다.9) 이 
작품이 프로파간다적 성격을 가진다면, 카이사르의 메시지 전달의 방식보다 메시지 자체의 내
용 규명에 집중해야만 한다.

3. 갈리아 원정기 내 수사학적 장치 – 1권을 중심으로

  Ramage의 연구는 작품 내의 서사들에서 나타나는 카이사르가 가진 여러 덕성들을 분석한
다. 그에 따르면 카이사르가 당대의 최고의 임페라토르로 평가받았고, 추종세력이 컸던 폼페
이우스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자신을 뛰어난 임페라토르로서 내세우기 위해서는 격정적인 
수사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기(movere)보다는 전장에서의 모습을 차분히 드러내 보임으로써 
자신이 지닌 덕성을 알려주는(docere) 방식을 택해야만 했다.10) 이는 『갈리아 원정기』를 해석

7) Vincent J. Cleary, “Caesar’s ‘Commentarii’: Writings in Search of a Genre,” The Classical 
Journal 80, no. 4, 1985, pp.346-347.

8) K. Welch, A. Powell, Julius Caesar as Artful Reporter: The War Commentaries as Political 
Instruments. London: Duckworth, 1998, p. 4-5. 

9) A. M. Riggsby, Caesar in Gaul and Rome: war in words. University of Texas Press, 2006, 
pp. 208-210.



하는 하나의 단서를 마련해 준다. 『갈리아 원정기』 내에서 카이사르의 활동들에 대해 자신의 
입이 아닌 3인칭 화자의 입을 빌어 덤덤하게 서술하고 있다. 특히 『갈리아 원정기』 내의 연설
이나 담화의 인용은 1권과 7권에 대개 집중되어 있으며, 연설의 주체가 카이사르 본인인 사례
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1인칭 주어를 사용한 경우는 단 한 차례에 불과하며, 
자신의 발언 또한 3인칭 화자의 간접 서술을 통해 대부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저자는 
카이사르라는 인물과 그가 가진 관점을 우호적으로 만드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그 과정에
서 자신의 전공을 강조하기 보다는, 카이사르 또는 로마 군이 가지거나 가져야할 덕성이 무엇
인지를 보여주며 역으로 그러한 덕성들을 지닌 자신을 높이는 효과를 보인다는 것이다. 

  연설에는 크게 특정한 인물에 대한 찬사나 비난을 다루는 genus demonstrativum, 어떤 
사안에 대한 설득을 포함하는 genus deliberativum, 고발이나 변론을 위한 법정 연설인 
genus iudiciale의 세 가지가 존재한다. 대부분의 수사학 이론들은 법정 연설들을 다루고 있
는데, 법정은 정치인들의 중요한 전쟁터였고, 카이사르도 고발을 통해 이름을 날렸다. 그러나 
『갈리아 원정기』 내에서는 법정 연설의 형태는 비교적 드문 편이며, 연설의 대부분은 genus 
demonstrativum과 genus deliberativum의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 점에서 1권 40장
의 카이사르의 연설은 주목할 만한데, 카이사르의 다른 연설들에 비해 상당한 분량을 들이고 
있으며(약 370 단어) 로마군을 독려하기 위해 아리오비스투스의 불의(iniuria)를 고발함과 동
시에 자신의 덕성을 변호하는 법정 연설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10) E. S. Ramage, “Aspects of Propaganda in the De bello gallico. Caesar’s Virtues and 
Attributes,” ATHENAEUM- UNIVERSITA DI PAVIA, 2003, pp.368-372.

아리오비스투스는, 카이사르가 콘술일 때, 로마 인민과의 우의를 매우 열정적으로 요구했었다: 왜 
그 누군가가 그렇게도 맹목적으로 그가 의무로부터 벗어나리라고 판단하는 것인가? 실로 자신의 요
구를 알고 조건의 공정함을 인식한다면 그가 자신과 로마인민의 호의를 거부하지 않을 것임을 확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광기와 충동에 이끌려 전쟁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그들이 끝내는 두
려워 할 것이 무엇인가? 왜 카이사르 자신의 용기(virtus)와 열의(diligentia)에 관하여 낙담하는 것
인가? 우리 아버지 대의 기억에 이 적들로 인한 위험을 겪었던 바, 킴브리인들과 테우토네스인들이 
가이우스 마리우스에 의해 격퇴되었을 때, 군대가 그 임페라토르 못지않게 찬사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겨졌을 때이다: 근래에 이탈리아에서의 노예 반란에서도 위험을 겪은 바, 우리에게서 전수받은 어
떤 훈련이나 훈육이 오히려 그들을 도왔다. 이로부터 평상심(constantia)은 우리 자신에게서 얼마나 
많은 유익함을 갖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동안 무장하지 않은 이들을 이유 없이 두려워
했었던 이들이, 후에는 이들이 무장하고 승리할 때도 제압해냈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은 수차례 헬
베티이인들이 자신의 영토에서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토 안에서 맞서 대부분 격퇴시켰던 이들과 동
일한 자들로서, 그들조차도 우리의 군대에 비견할 바가 못된다. 패배한 전투와 갈리인들의 퇴각이 
누군가를 동요시킨다면, 이들은, 만약 궁금해 한다면, 알 수 있을 것인 바, 오랜 기간의 전쟁 때문
에 갈리인들이 지치자 아리오비스투스는, 여러 달 동안 자신을 진지와 늪지에 두어 전투의 기회를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이미 전투에 대해 단념하고 흩어진 헬베티이인들을 급습하여 용기(virtus)
보다는 생각과 계획으로 이겼다는 것이다. 야만적이고 미숙한 이들에 맞설 때나 이러한 방법의 여
지가 있지, 아리오비스투스조차도 우리의 군대를 이런 식으로 이길 것을 바랄 수는 없다. 자신의 두
려움을 보급을 구실로 하거나 길의 협소함의 탓으로 돌리는 자는 오만하기 짝이 없는 자로 임페라
토르의 의무를 단념하거나 임페라토르에게 지시하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카이사르 자
신이 염려해야 할 바이다: 세콰니인들, 레우키인들, 링고네스인들이 양식을 조달하고 있고, 이미 들



3.1. 로마 인민의 강조와 정당 전쟁의 명분

  『갈리아 원정기』의 도입 부분에서만 발생하는 중요한 주제어 중 하나는 로마 인민(populus 
Romanus)이다. 이 표현은 1권에서만 46 차례 등장하지만, 대부분 아리오비스투스와의 전투 
장면에 집중되어 있다. Wiseman은 이 표현이 카이사르가 포풀라레스(populares)를 자처하고 
있으며, 민중을 옹호하고 있음을 보이기 위한 장치로 설명하고 있지만, 그 설명은 이 표현이 
왜 1권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11) 이에 Nordling은 카이사르가 1
권에서 로마 인민과 형성한 명백한 연결고리를 이후에 끊어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독
자들이 그 연결고리를 이해하는데 이르렀을 때, 그것을 강조하는 것은 더 이상 카이사르의 주
된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12)

  이와 유사하게 원로원(senatus)의 언급도 대부분 1권에서 11회 나타나는 반면, 다른 권에서
는 거의 언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이 표현은 대부분 아리오비스투스와의 전투 
장면에 집중되어 있다. 원로원이 언급되는 구절 중 가장 눈여겨 볼 부분은, 카이사르와 아리
오비스투스 회담 장면이다. 카이사르는 원로원과 자신이 그에게 호의를 베풀었고, 그를 '왕'이
자 '친구'로 선포했음(Caesar, De bello Gallico. I. 43. 4)을 강조한다. 즉 아리오비스투스는 
원로원에 의해 특별한 지위를 얻은 자임을 의미한다. 이는 legatus 단어 사용에서도 나타나는
데, 그는 외교적 사절의 의미로서 legatus를 단 한 차례, 아리오비스투스에 대한 사절에 대해
서만 사용한다. 그 외의 경우 다른 갈리아 부족들에게 카이사르가 보낸 외교적 사절은 
nuntius로 표현되며, legatus는 군대의 부관의 의미로만 사용하고 있다.13) 이는 카이사르가 
원로원이 부여한 아리오비스투스의 특수한 지위 때문에 그와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는 정당한 
명분을 필요로 했다는 것을 암시한다. 전쟁의 명분을 위해 그는 로마 인민의 이름을 끌어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1권에서는 다른 권에 비해 불의(iniuria)에 대한 언급이 15차례로 특히 많이 

11) K. Welch, A. Powell, Julius Caesar as Artful Reporter: The War Commentaries as Political 
Instruments. London: Duckworth, 1998, p. 3. 

12) John G. Nordling, Indirect Discourse and Rhetorical Strategies in Caesar's Bellum 
Gallicum and Bellum Civile. University of Wisconsin, 1991. p. 167.

13) Anders Dalström, Rhetorical Themes and Features in the Speeches of Julius Caesar’s De 
Bello Gallico and De Bello Civili, Lund University, 2015, p. 91.

판에는 곡식이 익어가고 있다; 길에 대해서도 그들 자신이 곧 판단하게 될 것이다. 명령에 귀기울이
지 않는 자들이 나타나고 군기를 운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지는 바, 자신은 이로 인해 동요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명령에 귀기울이지 않는 군대를 가진 자는 운명이 업적을 심히 쌓지 못하게 했거
나, 어떤 악행이 발견되어 탐욕이 드러난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일생을 통해 카이사르의 결백
함(innocentia)을, 헬베티이인들과의 전쟁으로 카이사르의 행운(felicitas)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그가 후일로 미룰 수 있는 것을 즉시 행할 것이고, 4번째 야시(vigilia)에 동이 틀 때쯤 진지를 옮길 
것인데, 가능한 한 빨리 그들에게 수치심과 의무가 더 강한지 아니면 두려움이 더 강한지를 알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누구도 따르지 않는다면, 자신은 오직 10군단만을 이끌고 갈 것이니, 이들에 대
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고, 이들이 그의 근위대가 될 것이다.

 (Caesar, De bello Gallico. I. 40)



나타나는데, 그 중 카이사르와 아리오비스투스의 논쟁(Caesar, De bello Gallico. I. 36-45)에
서만 8 차례 언급된다. 아리오비스투스는 로마 인민과 동맹들에 대해 불의를 자행했으며, 카
이사르는 로마 인민과 자신을 연결지음으로써 그를 벌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
다. 그를 공격하는 것은 로마를 지키기 위해서이며, 또한 로마가 입은 불의를 되갚는 정당한 
전쟁(bellum iustum)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유독 상기의 카이사르의 연설에서는 임페라토르
로서의 카이사르의 덕목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는 이를 제시함으로써 자신을 정의로움의 위치
에 두고 있다.

  즉, 카이사르는 1권에서 로마 인민과 자신을 끊임없이 연결지으며 자신이 아리오비스투스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를 수호하기 위해 전쟁을 벌이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을 목
표로 하고 있다. 갈리아와 게르마니아를 상대로 한 전쟁의 명분을 확보한 이상 카이사르는 더 
이상 로마인민에 대한 언급이 불필요해진다. 이후에 치러지는 전투들은 정당한 전쟁의 일환으
로 치러진다. 따라서 1권 이후 로마 인민에 대한 언급이 눈에 띠게 줄어든다는 점은 이후의 
권들이 1권의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암시하며, 이 작품이 각권마다 개별적 서사를 지닌
다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단일한 서사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보여주며, 단순한 비망록으로 작
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게 만든다. 그는 7권에 이르러서 전쟁의 목표가 devicta Gallia(정복된 
갈리아)임을 공개적으로 언급한다.

3.2 임페라토르로서의 카이사르

  Welch는 카이사르의 연설이 키케로가 '폼페이우스의 대권에 대한 연설(De Imperio Cn. 
Pompeii)'에서 제시한 임페라토르의 덕목에 근거하고 있음을 지적한다.14) 키케로는 그 연설에
서 최고의 임페라토르는 scientia rei militaris(군사 지식), virtus(용기), auctoritas(권위), 
felicitas(행운), innocentia(결백함) 등을 가져야 한다고 제시하며, 이를 가졌던 인물로 파비우
스 막시무스, 마르켈루스, 스키피오, 가이우스 마리우스 등을 제시한다.

  카이사르는 상기의 연설에서 자신을 마리우스에 비교하며, 자신이 게르마니아의 적들을 어
떻게 상대해야 하는지 알고 있음을 강조한다. 그는 또한 왜 자신의 용기(virtus)를 믿지 못하
느냐는 수사적 의문을 통하여 자신의 용기를 강조하고 있으며, 자신의 임페라토르로서의 권위
(auctoritas)를 주장한다. 그는 자신이 일생을 통해 탐욕으로부터 결백함(innocentia)을 보였
으며, 헬베티이인들과의 전투에서 충분히 행운(felicitas)을 보여주었음을 강조한다. 이외에도 
그는 열의(diligentia), 평상심(constantia)을 지닌 자이다. 이러한 덕목의 나열을 통해 그는 
자신이 훌륭한 사내(vir bonus)이자, 최고의 임페라토르(summus imperator)임을 보인다. 이 
부분은 카이사르의 연설 중에서 특히 눈여겨 볼만한데, 이외의 장면이나 연설에서 그가 자신
의 덕목을 스스로 나열하고 드높인 사례는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의 단서는 그의 연설이 끝나자 병사들의 태도가 바뀌어 두려움을 극복하고 전의를 불태
우게 되었다(Caesar, De bello Gallico. I. 41. 1)는 점이다. 카이사르는 이 연설을 통해 단순
히 자신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자신과 병사들 사이의 유대감을 한층 강화시킨다. 강화된 유대

14) K. Welch, A. Powell, Julius Caesar as Artful Reporter: The War Commentaries as Political 
Instruments. London: Duckworth, 1998, p. 105.



감은 카이사르와 아리오비스투스 간의 대비를 로마인과 게르마니아인들의 대비로 끌어올린다. 
로마인들의 성정이 용기, 열의, 평상심, 결백함 등으로 상징되는 반면, 아리오비스투스가 이끄
는 게르마니아인들의 성정은 광기(furor)와 충동(amentia)으로 상징되며, 그들이 갈리아인들
을 상대로 거둔 승리는 용기보다는 생각과 계획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할 
것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아리오비스투스는 승리를 위해 '몇 달이나 진지와 늪지에 머무르는' 
교활한 자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로마인의 성정과 갈리아/게르마니아의 성정의 대비는 작품 전체의 서사에서 나타
나고 있다. 특히 Jervis의 연구는 작품의 큰 주제를 로마의 용기(virtus)와 갈리아 세계의 용
기(virtus)의 충돌이며, 로마의 그것이 승리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럼에도 
작품 전체의 서사는 용기의 가치가 로마인들만의 것은 아님을 언급하고 있으며, 카이사르는 
그것이 뛰어난 갈리아의 부족들의 사례들을 끊임없이 언급한다.15) 위대한 용기를 가진 부족으
로 언급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벨가이인들로 그들의 용기가 뛰어난 이유는 상인들이 출입을 막
아 포도주나 사치품들의 수입을 막았기 때문이다.(Caesar, De bello Gallico. II. 15. 5) 이와 
같은 물건들은 사람을 유약하게 만들고 방종과 나태에 빠지게 만든다. 더 큰 의미에서 용기의 
쇠락은 로마의 문명과 물자라는 외부적 요인에 예속됨으로부터 기인한다.

  바꿔 말하면 용기는 어떤 외부적 상황에도 휘둘리지 않는 상태에서 최상의 가치를 드러낸
다. 로마 군은 게르마니아인들의 외양과 용기에 대한 소문만으로 두려움에 빠졌고, 지형의 불
리함으로 인해 승리에 대한 희망이 없는 상태였다.(Caesar, De bello Gallico. I. 39.) 그러나 
카이사르는 외부의 상황을 염려하는 자는 오만한 자이며, 그것은 명백히 임페라토르의 몫임을 
지적하고 있다. 카이사르와 병사들 사이의 유대감 강화는 그와 병사들의 용기의 공유를 의미
하며, 동시에 그들이 가져야할 용기는 외부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임페라토르의 판단과 명령
에 복종할 것을 강조하는 다소 수동적인 가치로 변모한다. 이를 통해 카이사르는 병사들을 통
제하는 자로서의 이미지를 형성한다.

  카이사르는 작품에서 용기(virtus)를 71차례나 사용하고 있는 반면, 그 대상은 자신의 병사
들이나 갈리아인들에 그친다. 이 연설 이외에서 그는 본인의 용기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으며, 그 대목조차도 자신의 용기를 돋보이게 하는 장면은 아니다.(Caesar, De bello 
Gallico. I.13.5, I.52.1.) 작품에서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것은 용기보다는 카이사르의 존재 그 
자체이다. 그는 마르켈루스가 상징하는 것처럼 엄청난 무용을 자랑하면서 선두에서 군대를 이
끌고 적들을 베어내는 모습으로 자신을 묘사하지 않는다. 선두에서 돌격하는 기병의 모습은 
용기의 상징 그 자체였으며, 기병으로서 뛰어난 모습을 보였던 그는 용기(Virtus)와 명예
(Honos)의 신전을 봉헌한 최초의 인물이었다. 그러나 카이사르는 그와 달리 로마 군의 용기
를 통제하는 중심에 있다. 전황이 불리할 때마다 그의 존재는 전황을 바꾸는 역할을 한다. 그
가 선두에 설 때도 그가 용맹함을 보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존재가 병사들의 곁에 있기 때
문에 그들은 용기백배하는 모습을 보이며, 그가 없을 때조차도 라비에누스는 그의 존재가 있
는 것처럼 여기라고 병사들을 독려한다.(Caesar, De bello Gallico. VI.8.4, VII.62.2.) 

  그는 로마 군의 최정상 그 자체이며, 로마 군은 그에 철저히 복종할 것을 요구 받는다. 위

15) Alexa Jervis, “Gallia Scripta : Images of Gauls and Romans in Caesar’s ‘Bellum 
Gallicum’”, University of Pensylvania, 2001, p. 13-16.



기의 상황일수록 다원적인 의사결정구조는 방해가 될 뿐이며, 전략이 결정된 후로는 철저히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 전투에서 승리라는 최상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작업이 단순히 카이사르의 전략가, 전술가적 면모를 강조하기 위함은 아니다. 폼페이우스 
또한 당대의 전략가로 평가받았으나, 이는 통상의 임페라토르의 이미지로서 강조되는 부분이 
아니다. 카이사르는 전투 중에 일어나는 외부의 상황을 통제한다. 로마 군의 용기는 카이사르
를 중심으로 조직된다. 실상은 용기 자체가 임페라토르의 덕목이라기보다는 그것을 고무시키
고 통제하는 것이 임페라토르의 덕목임을 암시한다. 

  이는 폼페이우스가 그려내는 임페라토르의 이미지와는 큰 차이가 있다. Welsh의 견해를 따
라 상기의 연설이 키케로의 연설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작품의 출판시기가 명확하지는 않지
만 폼페이우스가 몰락한 무렵과 비슷한 시기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시 정적인 
그를 배제하고 이 작품을 해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폼페이우스 또한 뛰어난 군사적 업적
을 바탕으로 알렉산드로스의 별명을 따 폼페이우스 마그누스라고 불리웠다. 그 시기에 폼페이
우스는 명실공히 용기를 상징하는 사내였고, 『갈리아 원정기』 내에서 귀족계층의 용기를 언급
하지 않는 카이사르조차 폼페이우스의 용기만큼은 언급하고 있다.(Caesar. De Bello Gallico. 
7.6.1.)

  그의 별명에서 알 수 있듯이, 폼페이우스는 알렉산드로스와 같은 무용을 상징하는 자였다. 
그와 같은 이미지는 그의 군공에서 비롯된 것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물
이었다. 폼페이우스가 77년에 히스파니아에 파견되기 전까지 그가 마그누스의 표현을 공문서
에서 사용한 적은 없었지만, 마그누스라는 별명에 걸맞는 이미지를 형성하려는 노력은 곳곳에
서 나타난다. McDonnell은 당시 로마에서 알렉산드로스가 말을 타고 자신의 군대를 지휘하
고, 전장으로 돌진하는 영웅적인 기병의 이미지로 잘 알려져 있었으며, 폼페이우스의 영웅적
인 이미지의 강조 또한 그의 전투에 대한 묘사에 잘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한다.16) 플루타르코
스(L. Mestrius Plutarchus, AD 46~120)는 83년에 있었던 내전에서 폼페이우스가 그를 죽이
기 위해 보내진 마리우스 파의 카리나스, 클로일리우스, 브루투스의 군대와 충돌하게 되는데,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가장 강한 갈리아인 기병에게 단기필마로 달려들어 죽이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폼페이우스의 이 행위는 적들을 두려움에 빠뜨려 달아나게 한다. 후에 
미트리다테스 왕과의 전투에서도 그의 동생인 코시스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죽이는 장면이 나
타난다. 

  로마의 장군이라면 응당 말을 탄 채로 싸우고 명령했음에 분명하나, Goldworthy는 폼페이
우스가 알렉산드로스의 이미지를 차용하기 위해 기병의 이미지를 강조했으며, 카이사르는 자
신을 말을 타고 있는 자로 묘사하는 것을 피함으로써, 보병으로서 병사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한다.17) 따라서 그의 연설에서 키케로가 논하는 덕목들을 언급한 것은 
다분히 고의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는 키케로의 덕목들을 인용하면서 자신이 최고의 임페라토
르의 자격이 있음을 내보임과 동시에, 말을 타고 선두에 나서 용맹히 싸우는 폼페이우스의 이
미지 대신에,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냉정히 병사들을 통제하는 이미지를 내세우고 있다. 

16) McDonnell, Roman Manliness : Virtus and the Roman Republic,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p.296.

17) K. Welch, A. Powell, Julius Caesar as Artful Reporter: The War Commentaries as Political 
Instruments. London: Duckworth, 1998, pp.205-207.



또한 그것이 게르마니아인들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음을 통해 자신이 지도자로서 더 적합
한 자질을 가지고 있음을 은연중에 내비친다.

4. 결론

  카이사르와 아리오비스투스와의 전투 장면의 서사와 그의 연설에서 보인 수사적 장치들은 
작품 전체를 지배하는 주제들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폼페이우스와는 다른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을 단순한 갈리아 원정에 대한 비망록의 일종으로 보기에는 상당한 정
치적 의도가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카이사르가 폼페이우스와 대립하고 있었던 상황
을 고려할 때, 이 작품은 Wiseman의 견해와 같이 즉각적인 배포가 요구되었을 것으로 보이
지만, 실제로 그와 같이 배포가 이루어졌더라도, 작품 자체가 분할된 각각의 작품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각 권간에 단일한 서사를 전제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갈리아 원정의 경험'
이라는 소재를 통해 이상적인 로마의 지도자상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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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4, 1940 - House of Commons 

The position of the B. E.F had now become critical As a result of a most skillfully conducted retreat 

and German errors, the bulk of the British Forces reached the Dunkirk bridgehead. The peril facing 

the British nation was now suddenly and universally perceived. On May 26, “Operation Dynamo “–

the evacuation from Dunkirk began. The seas remained absolutely calm. The Royal Air Force–

bitterly maligned at the time by the Army–fought vehemently to deny the enemy the total air 

supremacy which would have wrecked the operation. At the outset, it was hoped that 45,000 men 

might be evacuated; in the event, over 338,000 Allied troops reached England, including 26,000 

French soldiers. On June 4, Churchill reported to the House of Commons, seeking to check the mood 

of national euphoria and relief at the unexpected deliverance, and to make a clear appeal to the 

United States. 

 

From the moment that the French defenses at Sedan and on the Meuse were broken at the end of the 

second week of May, only a rapid retreat to Amiens and the south could have saved the British and 

French Armies who had entered Belgium at the appeal of the Belgian King; but this strategic fact 

was not immediately realized. The French High Command hoped they would be able to close the 

gap, and the Armies of the north were under their orders. Moreover, a retirement of this kind would 

have involved almost certainly the destruction of the fine Belgian Army of over 20 divisions and the 

abandonment of the whole of Belgium. Therefore, when the force and scope of the German 

penetration were realized and when a new French Generalissimo, General Weygand, assumed 

command in place of General Gamelin, an effort was made by the French and British Armies in 

Belgium to keep on holding the right hand of the Belgians and to give their own right hand to a 

newly created French Army which was to have advanced across the Somme in great strength to grasp 

it. 

However, the German eruption swept like a sharp scythe around the right and rear of the Armies of 

the north. Eight or nine armored divisions, each of about four hundred armored vehicles of different 

kinds, but carefully assorted to be complementary and divisible into small self-contained units, cut 

off all communications between us and the main French Armies. It severed our own communications 

for food and ammunition, which ran first to Amiens and afterwards through Abbeville, and it shore 

its way up the coast to Boulogne and Calais, and almost to Dunkirk. Behind this armored and 

mechanized onslaught came a number of German divisions in lorries, and behind them again there 

plodded comparatively slowly the dull brute mass of the ordinary German Army and German people, 

always so ready to be led to the trampling down in other lands of liberties and comforts which they 

have never known in their own. 

I have said this armored scythe-stroke almost reached Dunkirk-almost but not quite. Boulogne and 

Calais were the scenes of desperate fighting. The Guards defended Boulogne for a while and were 

http://www.winstonchurchill.org/the-life-of-churchill/war-leader/dunki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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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withdrawn by orders from this country. The Rifle Brigade, the 60th Rifles, and the Queen 

Victoria’s Rifles, with a battalion of British tanks and 1,000 Frenchmen, in all about four thousand 

strong, defended Calais to the last. The British Brigadier was given an hour to surrender. He spurned 

the offer, and four days of intense street fighting passed before silence reigned over Calais, which 

marked the end of a memorable resistance. Only 30 unwounded survivors were brought off by the 

Navy, and we do not know the fate of their comrades. Their sacrifice, however, was not in vain. At 

least two armored divisions, which otherwise would have been turned against the British 

Expeditionary Force, had to be sent to overcome them. They have added another page to the glories 

of the light divisions, and the time gained enabled the Graveline water lines to be flooded and to be 

held by the French troops. 

Thus it was that the port of Dunkirk was kept open. When it was found impossible for the Armies of 

the north to reopen their communications to Amiens with the main French Armies, only one choice 

remained. It seemed, indeed, forlorn. The Belgian, British and French Armies were almost 

surrounded. Their sole line of retreat was to a single port and to its neighboring beaches. They were 

pressed on every side by heavy attacks and far outnumbered in the air. 

When, a week ago today, I asked the House to fix this afternoon as the occasion for a statement, I 

feared it would be my hard lot to announce the greatest military disaster in our long history. I 

thought-and some good judges agreed with me-that perhaps 20,000 or 30,000 men might be re-

embarked. But it certainly seemed that the whole of the French First Army and the whole of the 

British Expeditionary Force north of the Amiens-Abbeville gap would be broken up in the open field 

or else would have to capitulate for lack of food and ammunition. These were the hard and heavy 

tidings for which I called upon the House and the nation to prepare themselves a week ago. The 

whole root and core and brain of the British Army, on which and around which we were to 

build, and are to build, the great British Armies in the later years of the war, seemed about to 

perish upon the field or to be led into an ignominious and starving captivity. 

That was the prospect a week ago. But another blow which might well have proved final was yet to 

fall upon us. The King of the Belgians had called upon us to come to his aid. Had not this Ruler and 

his Government severed themselves from the Allies, who rescued their country from extinction in the 

late war, and had they not sought refuge in what was proved to be a fatal neutrality, the French and 

British Armies might well at the outset have saved not only Belgium but perhaps even Poland. Yet at 

the last moment, when Belgium was already invaded, King Leopold called upon us to come to his 

aid, and even at the last moment we came. He and his brave, efficient Army, nearly half a million 

strong, guarded our left flank and thus kept open our only line of retreat to the sea. Suddenly, without 

prior consultation, with the least possible notice, without the advice of his Ministers and upon his 

own personal act, he sent a plenipotentiary to the German Command, surrendered his Army, and 

exposed our whole flank and means of ret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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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sked the House a week ago to suspend its judgment because the facts were not clear, but I do not 

feel that any reason now exists why we should not form our own opinions upon this pitiful episode. 

The surrender of the Belgian Army compelled the British at the shortest notice to cover a flank to the 

sea more than 30 miles in length. Otherwise all would have been cut off, and all would have shared 

the fate to which King Leopold had condemned the finest Army his country had ever formed. So in 

doing this and in exposing this flank, as anyone who followed the operations on the map will see, 

contact was lost between the British and two out of the three corps forming the First French Army, 

who were still farther from the coast than we were, and it seemed impossible that any large number 

of Allied troops could reach the coast. 

The enemy attacked on all sides with great strength and fierceness, and their main power, the 

power of their far more numerous Air Force, was thrown into the battle or else concentrated 

upon Dunkirk and the beaches. Pressing in upon the narrow exit, both from the east and from 

the west, the enemy began to fire with cannon upon the beaches by which alone the shipping 

could approach or depart. They sowed magnetic mines in the channels and seas; they sent repeated 

waves of hostile aircraft, sometimes more than a hundred strong in one formation, to cast their 

bombs upon the single pier that remained, and upon the sand dunes upon which the troops had their 

eyes for shelter. Their U-boats, one of which was sunk, and their motor launches took their toll of the 

vast traffic which now began. For four or five days an intense struggle reigned. All their armored 

divisions-or what Was left of them-together with great masses of infantry and artillery, hurled 

themselves in vain upon the ever-narrowing, ever-contracting appendix within which the British and 

French Armies fought. 

Meanwhile, the Royal Navy, with the willing help of countless merchant seamen, strained every 

nerve to embark the British and Allied troops; 220 light warships and 650 other vessels were 

engaged. They had to operate upon the difficult coast, often in adverse weather, under an almost 

ceaseless hail of bombs and an increasing concentration of artillery fire. Nor were the seas, as I have 

said, themselves free from mines and torpedoes. It was in conditions such as these that our men 

carried on, with little or no rest, for days and nights on end, making trip after trip across the 

dangerous waters, bringing with them always men whom they had rescued. The numbers they have 

brought back are the measure of their devotion and their courage. The hospital ships, which brought 

off many thousands of British and French wounded, being so plainly marked were a special target for 

Nazi bombs; but the men and women on board them never faltered in their duty. 

Meanwhile, the Royal Air Force, which had already been intervening in the battle, so far as its range 

would allow, from home bases, now used part of its main metropolitan fighter strength, and struck at 

the German bombers and at the fighters which in large numbers protected them. This struggle was 

protracted and fierce. Suddenly the scene has cleared, the crash and thunder has for the 

moment-but only for the moment-died away. A miracle of deliverance, achieved by valor, by 

perseverance, by perfect discipline, by faultless service, by resource, by skill, by unconquerable 

fidelity, is manifest to us all. The enemy was hurled back by the retreating British and Fre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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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ops. He was so roughly handled that he did not hurry their departure seriously. The Royal Air 

Force engaged the main strength of the German Air Force, and inflicted upon them losses of at least 

four to one; and the Navy, using nearly 1,000 ships of all kinds, carried over 335,000 men, French 

and British, out of the jaws of death and shame, to their native land and to the tasks which lie 

immediately ahead. We must be very careful not to assign to this deliverance the attributes of a 

victory. Wars are not won by evacuations. But there was a victory inside this deliverance, which 

should be noted. It was gained by the Air Force. Many of our soldiers coming back have not seen the 

Air Force at work; they saw only the bombers which escaped its protective attack. They underrate its 

achievements. I have heard much talk of this; that is why I go out of my way to say this. I will tell 

you about it. 

This was a great trial of strength between the British and German Air Forces. Can you conceive a 

greater objective for the Germans in the air than to make evacuation from these beaches impossible, 

and to sink all these ships which were displayed, almost to the extent of thousands? Could there have 

been an objective of greater military importance and significance for the whole purpose of the war 

than this? They tried hard, and they were beaten back; they were frustrated in their task. We got the 

Army away; and they have paid fourfold for any losses which they have inflicted. Very large 

formations of German aeroplanes-and we know that they are a very brave race-have turned on 

several occasions from the attack of one-quarter of their number of the Royal Air Force, and have 

dispersed in different directions. Twelve aeroplanes have been hunted by two. One aeroplane was 

driven into the water and cast away by the mere charge of a British aeroplane, which had no more 

ammunition. All of our types-the Hurricane, the Spitfire and the new Defiant-and all our pilots have 

been vindicated as superior to what they have at present to face. 

When we consider how much greater would be our advantage in defending the air above this Island 

against an overseas attack, I must say that I find in these facts a sure basis upon which practical and 

reassuring thoughts may rest. I will pay my tribute to these young airmen. The great French Army 

was very largely, for the time being, cast back and disturbed by the onrush of a few thousands of 

armored vehicles. May it not also be that the cause of civilization itself will be defended by the skill 

and devotion of a few thousand airmen? There never has been, I suppose, in all the world, in all the 

history of war, such an opportunity for youth. The Knights of the Round Table, the Crusaders, all fall 

back into the past-not only distant but prosaic; these young men, going forth every morn to guard 

their native land and all that we stand for, holding in their hands these instruments of colossal and 

shattering power, of whom it may be said that: 

Every morn brought forth a noble chance 

And every chance brought forth a noble knight, 

deserve our gratitude, as do all the brave men who, in so many ways and on so many occasions, are 

ready, and continue ready to give life and all for their native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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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return to the Army. In the long series of very fierce battles, now on this front, now on that, fighting 

on three fronts at once, battles fought by two or three divisions against an equal or somewhat larger 

number of the enemy, and fought fiercely on some of the old grounds that so many of us knew so 

well-in these battles our losses in men have exceeded 30,000 killed, wounded and missing. I take 

occasion to express the sympathy of the House to all who have suffered bereavement or who are still 

anxious. The President of the Board of Trade [Sir Andrew Duncan] is not here today. His son has 

been killed, and many in the House have felt the pangs of affliction in the sharpest form. But I will 

say this about the missing: We have had a large number of wounded come home safely to this 

country, but I would say about the missing that there may be very many reported missing who will 

come back home, some day, in one way or another. In the confusion of this fight it is inevitable that 

many have been left in positions where honor required no further resistance from them. 

Against this loss of over 30,000 men, we can set a far heavier loss certainly inflicted upon the 

enemy. But our losses in material are enormous. We have perhaps lost one-third of the men we lost 

in the opening days of the battle of 21st March, 1918, but we have lost nearly as many guns — 

nearly one thousand-and all our transport, all the armored vehicles that were with the Army in the 

north. This loss will impose a further delay on the expansion of our military strength. That expansion 

had not been proceeding as far as we had hoped. The best of all we had to give had gone to the 

British Expeditionary Force, and although they had not the numbers of tanks and some articles of 

equipment which were desirable, they were a very well and finely equipped Army. They had the 

first-fruits of all that our industry had to give, and that is gone. And now here is this further delay. 

How long it will be, how long it will last, depends upon the exertions which we make in this Island. 

An effort the like of which has never been seen in our records is now being made. Work is 

proceeding everywhere, night and day, Sundays and week days. Capital and Labor have cast aside 

their interests, rights, and customs and put them into the common stock. Already the flow of 

munitions has leaped forward. There is no reason why we should not in a few months overtake the 

sudden and serious loss that has come upon us, without retarding the development of our general 

program. 

Nevertheless, our thankfulness at the escape of our Army and so many men, whose loved ones have 

passed through an agonizing week, must not blind us to the fact that what has happened in France 

and Belgium is a colossal military disaster. The French Army has been weakened, the Belgian Army 

has been lost, a large part of those fortified lines upon which so much faith had been reposed is gone, 

many valuable mining districts and factories have passed into the enemy’s possession, the whole of 

the Channel ports are in his hands, with all the tragic consequences that follow from that, and we 

must expect another blow to be struck almost immediately at us or at France. We are told that Herr 

Hitler has a plan for invading the British Isles. This has often been thought of before. When 

Napoleon lay at Boulogne for a year with his flat-bottomed boats and his Grand Army, he was told 

by someone. “There are bitter weeds in England.” There are certainly a great many more of them 

since the British Expeditionary Force retu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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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hole question of home defense against invasion is, of course, powerfully affected by the fact 

that we have for the time being in this Island incomparably more powerful military forces than we 

have ever had at any moment in this war or the last. But this will not continue. We shall not be 

content with a defensive war. We have our duty to our Ally. We have to reconstitute and build up the 

British Expeditionary Force once again, under its gallant Commander-in-Chief, Lord Gort. All this is 

in train; but in the interval we must put our defenses in this Island into such a high state of 

organization that the fewest possible numbers will be required to give effective security and that the 

largest possible potential of offensive effort may be realized. On this we are now engaged. It will be 

very convenient, if it be the desire of the House, to enter upon this subject in a secret Session. Not 

that the government would necessarily be able to reveal in very great detail military secrets, but we 

like to have our discussions free, without the restraint imposed by the fact that they will be read the 

next day by the enemy; and the Government would benefit by views freely expressed in all parts of 

the House by Members with their knowledge of so many different parts of the country. I understand 

that some request is to be made upon this subject, which will be readily acceded to by His Majesty’s 

Government. 

We have found it necessary to take measures of increasing stringency, not only against enemy aliens 

and suspicious characters of other nationalities, but also against British subjects who may become a 

danger or a nuisance should the war be transported to the United Kingdom. I know there are a great 

many people affected by the orders which we have made who are the passionate enemies of Nazi 

Germany. I am very sorry for them, but we cannot, at the present time and under the present stress, 

draw all the distinctions which we should like to do. If parachute landings were attempted and fierce 

fighting attendant upon them followed, these unfortunate people would be far better out of the way, 

for their own sakes as well as for ours. There is, however, another class, for which I feel not the 

slightest sympathy. Parliament has given us the powers to put down Fifth Column activities with a 

strong hand, and we shall use those powers subject to the supervision and correction of the House, 

without the slightest hesitation until we are satisfied, and more than satisfied, that this malignancy in 

our midst has been effectively stamped out. 

Turning once again, and this time more generally, to the question of invasion, I would observe that 

there has never been a period in all these long centuries of which we boast when an absolute 

guarantee against invasion, still less against serious raids, could have been given to our people. In the 

days of Napoleon the same wind which would have carried his transports across the Channel might 

have driven away the blockading fleet. There was always the chance, and it is that chance which has 

excited and befooled the imaginations of many Continental tyrants. Many are the tales that are told. 

We are assured that novel methods will be adopted, and when we see the originality of malice, the 

ingenuity of aggression, which our enemy displays, we may certainly prepare ourselves for every 

kind of novel stratagem and every kind of brutal and treacherous maneuver. I think that no idea is so 

outlandish that it should not be considered and viewed with a searching, but at the same time, I hope, 

with a steady eye. We must never forget the solid assurances of sea power and those which belong to 

air power if it can be locally exerc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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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have, myself, full confidence that if all do their duty, if nothing is neglected, and if the best 

arrangements are made, as they are being made, we shall prove ourselves once again able to 

defend our Island home, to ride out the storm of war, and to outlive the menace of tyranny, if 

necessary for years, if necessary alone. At any rate, that is what we are going to try to do. That is 

the resolve of His Majesty’s Government-every man of them. That is the will of Parliament and the 

nation. The British Empire and the French Republic, linked together in their cause and in their need, 

will defend to the death their native soil, aiding each other like good comrades to the utmost of their 

strength.  

Even though large tracts of Europe and many old and famous States have fallen or may fall into the 

grip of the Gestapo and all the odious apparatus of Nazi rule, we shall not flag or fail. We shall go 

on to the end, we shall fight in France, we shall fight on the seas and oceans, we shall fight with 

growing confidence and growing strength in the air, we shall defend our Island, whatever the 

cost may be, we shall fight on the beaches, we shall fight on the landing grounds, we shall fight 

in the fields and in the streets, we shall fight in the hills; we shall never surrender, and even if, 

which I do not for a moment believe, this Island or a large part of it were subjugated and starving, 

then our Empire beyond the seas, armed and guarded by the British Fleet, would carry on the 

struggle, until, in God’s good time, the New World, with all its power and might, steps forth to the 

rescue and the liberation of the old. 

©  Chartwell Trust. Reprinted by permission Curtis Brown, London 



<토론문> A Rhetorical analysis of Churchill’s speeches during the second world war 

이윤경(성균관대 학부대학 초빙교수)

Winston Churchill의 “We shall fight on the beaches”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가장 암담
한 순간에 연설을 듣고 있는 영국 국민에게 영국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용기를 북돋
아준 연설이라는 점에서 이번 춘계학술대회의 대주제인 “전쟁과 평화의 수사학”에 걸 맞는 연
구대상라고 봅니다. 또한 해당 발표에서는 수사학적 부분에서 풍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
니다. 본 발표에 대하여 몇 가지 의견과 함께 평소에 품고 있던 질문을 더하고자 합니다. 이
후 연구가 좀 더 다양한 담론을 이끌어내고 깊이 있게 발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Churchill의 연설문이 수사학적 관점에서 Cicero의 5가지 규범(canon)인 착상
(Inventio), 배열(Dispositio), 표현(Elocutio), 암기(Memoria), 발표(Actio)의 순서에 따라 자
세하게 잘 분석되어 있습니다.

첫째, 본 발표에서는 Churchill이 시각적 서사형식(visual narration)과 극적인 서사형식
(dramatic narration)을 연설에 활용하여 청중이 상황을 시각화(상상)하거나 청중의 주의와 
집중을 끌어냈다고 분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Churchill이 연설문에서 배열 방식과 특정 단
어의 반복을 통해, 반복법과 대구법을 활용해 청중의 감정을 고조시키는 효과를 이끌어냈다고 
보입니다. 이는 1940년 5월 영국군이 유럽대륙을 포기하고 Dunkirk에서 철수작전을 통해 약 
34만 명의 연합군을 철수시키고 영국 상황이 더욱 악화된 가운데, Churchill의 연설을 통해 
영국 국민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발표자가 말한 
“miracle”과 “deliverance”와 같은 survival의 단어를 사용해 철수작전이 성공했고, 하지만 
우리는 독일의 공격에 경각심을 갖고 위기를 헤쳐 나가서 결국 승리를 경험한다는 것이라는 
예언적인 암시도 함께 청중인 영국 국민에게 심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Churchill은 연설문에서 anaphora(대용어)를 활용했던 부분에 대한 분석에서, 
Churchill이 “we shall fight”를 7번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그의 결단
력 있는 태도, 단호함, 과단성(果斷性)있는 태도를 드러냈다는데 동의합니다. “we shall 
naver surrender – 우리는 결코 항복하지 않겠다.”라는 문장에서는 we는 the whole 
nation라고 표현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연합군을 지칭하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다. 

셋째, Christopher Nolan감독의 2017년도 개봉했던 Dunkirk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데 
Nolan감독이 이 영화는 전쟁영화가 아니라 생존에 관한 영화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러한 
관점 때문인지, 동일한 상황에 대해 Churchill은 evacuation(대피)을 사용했고, 반면 Nolan
감독은 survival(생존)을 사용했습니다. Churchill과 Nolan 감독은 왜 다른 용어를 사용했는
지, 어떤 관점에서 각각 evacuation과 survival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지를 비교하면 좋겠습
니다.

마지막으로 본 학술대회 발표문에 담긴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Churchill의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는 위기상황 속 레토릭에서 더욱 조화를 잘 이룬다고 설



명했습니다. 이는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절대 절명의 국가적 위기상황 속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되고 Churchill이 결단력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해당 발표문에서는 Churchill의 에토스와 연결된 분석이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연설
문이 작성된 당시 Churchill은 정치지도자로서 경험이 풍부했던 만큼 다양한 평가가 있을 것
으로 보입니다. 에토스에 대한 분석이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면 좀 더 다양하고 입체적인 연설
문 분석과 해석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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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비유론의 발생과 전개: 
아리스토텔레스와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중심으로

윤 재 성 
서울대학교 협동과정 서양고전학( )

들어가며I. 

Circa quem [sc. tropum] inexplicabilis et grammaticis inter ipsos et 
philosophis pugna est quae sint genera, quae species, qui numerus, 
quis cuique subiciatur. [Quint. Inst. 8.6.1]

그것 비유론 을 둘러싸고 문법학자들 내부에서도 문법학자들과 철학자들 사이에( ) , 
서 해결할 수 없는 싸움이 있다 유 가 어떠한지 종 이 어떠한. (genera) , (species)
지 가짓수는 얼마인지 각각의 하위 항목은 무엇인지 여부를 놓고 그들은 논쟁, , , 
했다. 

위 구절은 서양 고전기 비유론 과 문채론 에 관하여 평가하는 거의 유일한 보(Tropus) (Figura)
고인데 기원후 년 경 작품이다, 95 .1) 그렇다면 기원전에는 무슨 논쟁이 있었을까 비유란 한마 ? 
디로 의미를 빗대서 전하는 것이라 규정할 수 있다.2) 고대 수사학이 서양에서 대체로 정립된  
상황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비유론은 의미론 혹은 표현론 의 하위 항목이고, ( , /elocutio) , λέξις
그 짝은 문채론 이다( ῆ /figura) .σχ μα 3) 그래서 퀸틸리아누스는 장장 권과 권에 걸쳐 각각 비 8 9
유론과 문채론을 해설하기 전에 그 배경을 위와 같이 진술했다 위의 구절에서 문법학자들은 , . 
알렉산드리아와 페르가몬 계열의 학자들을 가리키고 철학자들로는 스토아뿐만 아니라 페리, , 
파토스와 에피쿠로스 학자까지 아우른다.4) 사실 비유론을 둘러싼 논란은 문채론과 깊은 연관 

1) 가장 오래된 라틴어 수사학 교과서 작자 미상의 헤렌니우스에게 주는 수사학 < >(Rhetorica Ad 
은 위와 같은 언급 없이 비유론 해설로 곧바로 진입한다 통상적으로 헤렌니우스 수사Herennium) . <

학 의 작성 연대는 기원전 년 경으로 추정된다 는 그 저자가 라고 믿으며> 90-80 . Calboli Cornificius , 
작성 연대를 기원전 년으로 추정한다82 . Cf. Calboli (2007), 123.

2) 한글로는 비유 라는 말 이외에 전이 라고 쓰거나 번역하기도 한다 ( ) ( ) . 比喩 轉移
3) 키케로가 연설가의 핵심 역량이라고 설파한 중 세  inventio, dispositio, elocutio, actio, memoria 

번째 항목이기도 하다. 
4) 은 비유론의 개 항목 창시자는 실질적으로 스토아 학파라고 주장했다 한편 아리스 Barwick (1957) 10 . 

토텔레스를 계승한 페리파토스 학파는 테오프라테스가 문학 이론을 전개한 단편이 남아있다 우리에, 
게 조금 의아하게 다가오는 사례는 에피쿠로스 학파이다 기원전 세기 정도 활동한 에피쿠로스 학파. 1
의 필로데모스 기원전 약 혹은 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작품과 동일한 시학 이( 110 40 35, ) < >– Φιλόδημος
라는 제목으로 문학 비평과 각종 수사학 해석에 대한 해설을 남겼다 필로데모스의 작품은 헤르쿨라. 
네움 파피루스들 을 통해서 그 전모가 드러나고 있는데 일부 텍스트에 드러난 (Herculaneum papyr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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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헬레니즘 시대의 문헌들은 오늘날 적은 숫자만 전승되었고 그런 . , 
문헌조차 저자와 작성 연대에 대한 논란에 휘말리는 일이 빈번하다 더구나 퀸틸리아누스 시. 
대 이후로 비유론과 문채론의 논쟁은 확실히 감소했다 세기 활동한 주요 라틴 문법학자 . 3-4
중 사케르도스 를 제외하면(Marius Plotius Sacerdos) ,5) 카리시우스 (Flavius Sosipater 

디오메데스 도나투스 는 퀸틸리아누스의 비유론 구Charisius), (Diomedes), (Aelius Donatus)
성과 상이한 면모가 있지만 세 사람은 거의 동일한 비유론의 하위 항목들을 전개한다 이어, . 
서 세기부터 중세까지 최고의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한 프리스키아누스5 (Priscianus),6) 세기  5
세비야의 이시도루스 는 별다른 이견 없이 전해지는 대로 비유론과 문채론을 확실히 (Isidorus)
구분 지어서 설명했고 결국 언급한대로 비유론과 문채론은 짝지어서 의미론의 하위 항목으로, 
서 중세 학 안에 고스란히 정착한다3 . 

그렇다면 퀸틸리아누스가 직면했던 상황은 도대체 어떠했길래 해결할 수 없는 싸  “
움 이라고 못 박아 놓았을까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비유는 어떻게 ”(inexplicabilis pugna) ? 
규정되었을까 비유론의 발생 배경은 무엇일까 수많은 수사학자들과 문법학자들이 있었을 ? ? 
텐데 그들은 비유를 어떻게 정의했을까 그것의 기준이나 구성 요소는 무엇이었을까 비유론, ? ? 
과 문채론의 관계는 어떠했을까 비유론과 문채론의 수용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위의 질문? ? 
들을 단번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결정적으로 문헌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 . 
퀸틸리아누스 이전까지 비유론의 발생 배경과 흐름을 짤막하나마 전승된 자료에 근거해서 추
적하려고 한다 우선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과 수사학 에서 비유 항목이 언급된 대목을 살. < > < >
피려고 한다 이어서 비유론이 본격적으로 꽃피운 헬레니즘 시대로 넘어가겠다 특히 알렉산. . 
드리아 학파를 중심에 놓겠다 그들은 체계적으로 문법 지식을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오늘. , 
날 유일하게 남아있는 비유론 이라는 저술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문법학자도 그 학파< >
에 속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아리스토텔레스와 비교함으로써 비유를 둘러싼 맥락이 어떻. 
게 바뀌었는지 그 변화는 비유론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추정하려고 한다 결국 퀸틸리아누, . 
스가 말한 다툼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본 발표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한 시도이다? . 

기존의 연구 흐름은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종합적인 수사학 개론서들이  . 
다 대표적으로 의 문학적인 수사학 핸드북. Lausberg < >(Handbuch der literarischen 

이 있다Rhetorik: Eine Grundlegung der Literaturwissenschaft) .7) 하지만 비유론의 항목 
을 펼쳐보면 시대의 변화와 발전보다 표준적인 작품을 인용하고 해설하는 경우를 종종 만난
다 그래서 치명적인 단점은 통시적인 흐름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8) 또한 고전기 수사학이 

은유 항목을 대조하면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로는 , . 
를 참조하라 필로데모스의 시학 은 현재 권과 권 비판 정본과 영역본이 출판되Obbink (1995) . < > 1 3-4

었다. Janko (2003); (2011).
5) 의 작품은 의 스승인 을 대거 인용했다 Sacerdos Quintilianus Remmius Palaemon . Cf. Barwick 

는 시대적으로 비유론과 문채론 논쟁의 격변기에 속한 인물이다 그런 측면에서 (1922). Palaemon . 
의 비유 해설이 다른 라틴 문법학자보다 복잡한 이유를 추정해 볼 수 있다Sacerdos . 

6) 현존하는 중세 필사본만 약 종에 이른다 Vivien (1993), 111. 9,000 . 
7) Lausberg (1962).
8) 물론 그 학식의 전모를 빠르고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은 무엇과도 비견할 수 없다 그럴지라도 단 . 

점은 선명하다 안재원 에 의하면 그 는 수사학 중심으로 즉 전이론과 문채론을 . (2008) , “ (Lausberg) , 
해명하기 위해 문법학 부분을 전혀 부각시키지 않았다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 문법학과 수사학 사. . . 
이에는 많은 논란이 있었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명백한 경계가 있었고 독자적인 발전 과정을 가지고 , , , 
있었다 그리고 가 편집한 는 를 극복하.” Gardt, Knape, Fix Rhetorik und Stilistik (2009) Laus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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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법학을 역사적으로 조망하는 개괄서들도 있다.9) 그런데 비유론에 대한 설명은 보통 헤 <
렌니우스에게 주는 수사학 이나 퀸틸리아누스의 수사학 강의 위주로 진행되거나 거시적인 > < > , 
맥락 위주라서 비유론에 대해서는 지나가는 언급 정도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둘째로 개별 작. 
가 혹은 작품 위주로 연구한 성과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비유론 의 저자인 트뤼폰에 대하여 . < >
새로운 필사본을 보고한 의 연구West ,10) 비유론과 문채론을 담은 기원후 세기 작품 호메로 2 <
스에 대하여 의 텍스트 편집 및 주석이 있다>(De Homero) .11) 셋째로 개별적인 비유를 과거부 
터 차곡차곡 추적하는 연구가 있다 가장 인상적인 성과로는 고대 관련 텍스트를 . μεταφορά 
집대성하고 주석까지 달아놓은 와 의 은유 연구가 있다 또한 의 아리, Beta Guidorizzi . Calboli
스토텔레스부터 필로데모스까지 이어지는 은유론 연구,12) 서양 고전의 직유 를 저자별 (Simile)
로 추적한 연구도 있다.13) 그러나 비유의 개별 항목이 아니라 비유론 자체의 발생 전개 수용 - -
을 파악하려는 시도는 잘 보이지 않는다 반면 서양 고대의 문채론의 경우 문채론의 발생이. , 
나 고대 후기 수용사에 대한 연구가 있다.14) 반면 비유론을 역사적으로 총체적으로 다루는 단 
독 연구는 여전히 찾아볼 수 없고 호메로스의 비유론과 문채론에 대한 논문과 비유론과 문채, 
론의 경계를 다루는 논문이 있지만 둘 다 종합적인 성과는 아니다, .15) 본격적인 논의로 넘어 
가기 앞서서 서양 고대의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비유라는 용어로 무엇이 존재했는지 잠시 짚어
보겠다.

비유 용어 기원전 세기 고대 후기II. : 4 -

호메로스 텍스트의 직유 표현처럼 비유 개념은 오래전부터 존재했다 그래도 이론적인 출발  . 
점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그는 시학 과 수사학 에서 비유를 라고 적었다. < > < > “ ” .μεταφορά 16) μ

는 여기서 기본적으로 변화를 함의하거나 방향 전환을 가리키는 접두사- ,ετα 17) 는  -φορά φέρ
이라는 전달하다는 동사에서 파생한 명사로 옮겨진 것 정도로 번역할 수 있다‘ ’ .ειν 18) 비유의  

개념 정의는 이후에 라틴 세계로 넘어가더라도 퀸틸리아누스의 텍스트에서도 개념은 크게 달, 
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철학 용어와 마찬가지로 수사학이나 문법학 용어들은 일상 용어. 
에서 점차 전문 용어로 정착하는 현상들이 생겨난다.19) 그래서 헬레니즘 시대로 넘어가고 알 

고자 나온 대안으로 최신 성과를 많이 반영했지만 여전히 같은 약점을 안고 있다, .
9) Susemihl (1892); Martin (1974); Swiggers & Wouters (1995); Kaster (1997); Matthaios, 

Montanari and Rengakos [eds.] (2015).
10) West (1965).
11) Kindstrand (1994).
12) Calboli (2007).
13) McCall (1969).
14) 그리스 문채론이 어떻게 라틴어권에서 수용되었는지 포괄적으로 정리한 연구이다 Schindel (2001). .
15) Schrader (1904); Sshenkeveld (1994).
16) 1457b6-33; 1405b-1405b.
17) LSJ, , E.VIII.μετά
18) LSJ, , A.II.φορά
19) McCall (1969), ix: “Almost all ancient technical terms were originally nontechnical in 

meaning... Thus, for example, before being used as a rhetorical term, “ ἰ ” meant ε κών
‘statue’ or ‘portrait’ or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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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고전 연구가 태동하고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가 한창 활동할 , 
무렵에는 그리스어 가τρόπος 20) 학자들의 전문 용어로 부각되었다 .21) 그 배경에는 무엇보다  (
언어학 특히 문법학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있었다 더불어 는 이론의 하, ) μεταφορά τρόπος 
위 항목으로 포함되었다 라틴 세계의 경우 바로와 키케로 시대는 과도기에 가깝고 퀸틸리아. , , 
누스부터 라틴어 가 거의 표준 용어로 등장한다 그리스의 학식을 수용하면서 혼용되는 tropus . 
용어는 헤렌니우스에게 주는 수사학 약칭 헤렌니우스 과 키케< >(Rhetorica Ad Herennium, : )
로에게서 보인다 기원전 년경으로 작성 연대를 추정하는 헤렌니우스 는 권에서 비유론. 80 < > 4
과 문채론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해설한다 익명의 저자는 그리스어 를 라틴어 . τρόπος

로 옮겼다 이어서 키케로는 기원전 년으로 추정하는 브루투“exornatio verborum’ . 46 <
스 에서 그리스어 에 해당하는 라틴어를 >(Brutus De Claris Oratoribus) ”verborum τρόπος

이라고 표기했다immutato“ .22) 마지막으로 퀸틸리아누스는 위에서 언급한대로 라고 적 tropus
었고 중세 문법하 저술들도 로 용어가 거의 통일되어 있다 이제 서양 고대 텍스트로 , tropus . 
나아가자 시작은 철학도 수사학도 아니고 문학 이론이었다. , .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과 수사학 에 등장하는 비유III. < > < >

비유를 아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설명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텍스트는 시학 과 수사학  < > < >
이 있다 기본적으로 글쓰기와 말하기 즉 문학과 수사학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수사학. , . < >
에서 표현 항목에 대하여 체계적인 설명은 아예 시학 에서 이미 해놨다고 이야기한다 무엇< > . 
보다 비유는 시인들이 사용하던 기법을 해석하기 위해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시학 의 . < >
문을 통해서 들어가 보겠다. 

Ἅ ὲ ὄ ἐ ἢ ἢ ῶ ἢ ὰ ἢ ἢ παν δ νομά στιν κύριον γλ ττα μεταφορ κόσμος πεποιη
ἢ ἐ ἢ ὑ ῃ ἢ ἐ . . . . ὰ μένον πεκτεταμένον φ ρημένον ξηλλαγμένον Μεταφορ δ 

ἐ ὶ ὀ ἀ ἐ ὰ ἢ ἀ ὸ ῦ ἐ ὶ ἶ , ἢ ἀ ὸ στ ν νόματος λλοτρίου πιφορ π το γένους π ε δος π
ῦ ἴ ἐ ὶ , ἢ ἀ ὸ ῦ ἴ ἐ ὶ ἶ , ἢ ὰ ὸ ἀ . το ε δους π γένος π το ε δους π ε δος κατ τ νάλογον

[Aristotle, De Poetica, 1457B1-6] 

모든 이름 는 일상어 표준어 차용어 외래어 장식 신조어 확ὄ ( ) ( ), ( ), , , , νομά μεταφορά
장어 단축어 변형어 중 하나이다 비유 는 다른 이름을 전달하, , . . . . ( )μεταφορά
는 것으로서 유에서 종으로 혹은 종에서 유로 혹은 종에서 종으로(i) , (ii) , (iii) , 
혹은 유추관계를 따른다(iv) .

20) 기본적으로 방향 길을 가리키는 의미이다 서양 고전 텍스트에서는 일상 어휘로도 자주 쓰이지만 , . , 
문법학 및 수사학 분야의 텍스트를 읽다보면 전문 용어로 자주 만날 수 있다.

21) 에 따르면 스토아 학파도 비유론 을 남겼고 비유의 하위 항목  Diogenes Laertius , < >( ὶ ) , περ τρόπων
중 하나인 모호 를 인용하고 있다ἀ ( ) . Cf. Diogenes Laertius, VII. 62.μφιβολία

22) Ornari orationem Graeci putant, si verborum immutationibus utantur, quos appellant τρό
, et sententiarum orationisque formis, quae vocant [Brutus 69]πους σχήματ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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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학 에서 비유는 표현 라는 범주의 하위 항목들 가운데 이름 에 속한다< > ( ) ὄ ( ) .λέξις νομά 23) 장 
우리는 장차 의미론 로 발전하는 초석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이름 는 우리(elocutio) . ὄ ( )νομά
가 흔히 생각하는 품사의 명사가 아니라 명사와 관련되거나 이름과 상관있는 모든 표현을 8 , 
가리킨다 다음으로 는 의미를 전달하는 용법이다 여기서 다른 이름을 전달 하는 . . ” “μεταφορά
것은 바꾸어 말하면 고유 이름 이외에 다른 이름을 덧붙인다 는 의미이다 그리고 네 가지 하‘ ’ . 
위 항목을 구분했는데 기본적으로 유와 종의 관계를 이용했다 그 예시를 보면 왜 , . , μεταφορ

가 단지 은유로 번역할 용어가 아닌지 드러난다 그는 의 예문으로 오뒷세우스는 일만 . (ii) ”ά
과업을 이루었다 를 제시한다 우리가 흔히 과장이라고 이해하는 비유를 아리스토텔레스는 유“ . 
수많은 대신에 종 일만 을 사용한 비유 라고 규정했다( ) ( ) ( ) . μεταφορά

다음으로 말하기 차원으로서 수사학 에서 비유론이 나오는 맥락을 간단히 요약하겠다 아  < > . 
리스토텔레스는 연출과 더불어 문체를 시작한 장본인들은 시인들이라고 말한다 한(1404A20). 
편 운문과 달리 산문 문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부족하다 이를테면 운율의 부재 실제, ( ), 
로 우리는 일반 의미 혹은 고유 의미 비유 표현 둘 중 하나를 사용하곤 한다(1) , (2) (1404B 

따라서 수사 전략을 위해서 비유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30-34). , (1405A5). 

정리하면 시학 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비유는 시인들이 사용하는 미메시스의 수단에 포함  < >
되며 수사학 의 비유는 수사학자들이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도구라고 할 수 있다 또, < > . 
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후 정착된 용어 가 아닌 를 사용했다 비유나 문채의 . τρόπος μεταφορά
정의나 여러 개념들이 세밀하게 정리되는 문법학이나 수사학 이론은 이후 세대에서 본격적으
로 출현한다. 

헬레니즘 시대 알렉산드리아 학파IV. : 

비유의 창시자는 시인들이었고 단연코 최고봉은 언제나 호메로스였다 그래서 이제 헬레니즘 , . 
시대는 학파를 막론하고 누구나 호메로스를 읽고 해석하는 일에 몰두했다 연구 이외에 교육. 
도 그 핵심은 호메로스였다.24) 알렉산드리아 학자들은 호메로스를 비롯해 온갖 고전들의 텍스 
트 판본을 수집 편집 정리했을 뿐만 아니라 텍스트 해석을 담은 주석 용어- - , (Hypomnemata), 

23) 아리스토텔레스는 를 기본 요소 음절 접속사 명사 동사 연결사 격 로고스로 이루어진 집 , , , , , , , λέξις
합이라고 규정한다. “ ῆ ὲ ἁ ἐ ὶ ὰ , ῖ , , Τ ς δ λέξεως πάσης τάδ στ τ μέρη στοιχε ον συλλαβή σύνδεσ

아리스토텔레스의 시, ὄ , ῥῆ , ἄ , ῶ , .” [De Poetica, 1456b20-21] <μος νομα μα ρθρον πτ σις λόγος
학 과 수사학 의 의 개념 및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김헌 > < > . (2014).λέξις

24) 헬레니즘 시대의 남아있는 증거에 따르면 호메로스는 다른 저자들에 비해서 압도적인 위상을 차지한 
다 글쓰기 연습 기록으로 남아 있는 파피루스 숫자를 비교하면 일리아스 가 제일 많고 다음으로 . < >
오뒷세이아 이다 참고로 일리아스 가 오뒷세이아 보다 배 정도 많이 발견되었다< > . < > < > 3 . Cribiore 

(199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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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각종 지명 연구까지 쏟아냈다 아마도 비유론은 호메로스의 직유(Glossai), . (Homeric 
를 해석하는 좋은 발판이 되었을 것이다 동시에 호메로스 작품에 나오는 신들과 영웅Simile) . 

들의 연설을 수사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이 남긴 저술들은 대부분 . 
소실되었고 제목으로 전해지는 일이 많다 그래서 학식의 전모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아리스, . , 
토텔레스와 비교할 가치가 있는 텍스트는 있다. 

문법학자 디오뉘시오스 트락스  1) 

비유론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작품은 알렉산드리아 문법학자 트뤼폰 기원전   ( , Τρύφων
년경 의 비유론 이지만 한 세대 앞선 알렉산드리아 학자 디오뉘시오스 트락스60-10 ) < > , (Διονύσ

기원전 년경 를 먼저 언급하겠다 그의 문법 기술ὁ ᾷ , 170 90 ) . < >(ιος Θρ ξ – Τέχνη Γραμματική
은 최초로 문법의 체계를 세웠다고 학자들이 평가하는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최초의 문법학 ) . 

저술을 남긴 그는 비유 해석을 그 문법 이론 중 하나로 집어넣었다 다음은 문법 기술 의 시. < >
작이다.

ἐ ἐ ῶ ὰ ῖ ὶ ῦ ὡΓραμματική στιν μπειρία τ ν παρ ποιητα ς τε κα συγγραφε σιν ς 
ἐ ὶ ὸ ὺ . ὲ ὐ ῆ ἐ ἕ ῶ ἀ ἐπ τ πολ λεγομένων Μέρη δ α τ ς στιν ξ· πρ τον νάγνωσις ντ

ὴ ὰ ῳ , ἐ ὰ ὺ ἐριβ ς κατ προσ δίαν δεύτερον ξήγησις κατ το ς νυπάρχοντας ποιη
ὺ , ῶ ὶ ἱ ῶ ἀ , τικο ς τρόπους τρίτον γλωσσ ν τε κα στορι ν πρόχειρος πόδοσις τέ

ἐ ὕ , ἀ ἐ , ἕταρτον τυμολογίας ε ρεσις πέμπτον ναλογίας κλογισμός κτον κρίσ
, ὃ ὴ ἐ ῶ ἐ ῇ ῃ. [Dionysius ις ποιημάτων δ κάλλιστόν στι πάντων τ ν ν τ τέχν

Thrax, Ars Grammatica, 1.1-6.3]25)

문법 은 시인들과 산문 작가들에 의해 일반적으로 말해진 것들을 다( )Γραμματική
루는 경험적 지식이다 그것은 여섯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첫째는 운율에 맞. . 
춘 낭독 둘째는 작품 안에 있는 시적인 비유들 을 따르는 , ( ὺ )ποιητικο ς τρόπους
해석 셋째로 단어들과 이야기들의 수월한 해설 넷째로 어원의 발견 다섯째로 , , , 
유추 관계의 고찰 여섯째로 시들에 대한 비평이다 이것은 모든 학식 기술 들 중 , . ( )
가장 훌륭한 것이다. 

여기서 몇 가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우선 시적인 이라는 수식어는 시인들의 . “ ”( )ποιητικός
텍스트를 가리킨다 알렉산드리아 학자들은 호메로스 판본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데에 몰두했. 
다 그들이 고전 텍스트를 분석한 비유 해석은 각종 스콜리아 에 축적되어 있다 학자. (Scholia) . 
들은 호메로스의 시 구절을 놓고 문법 성분을 분석하거나 어려운 텍스트를 쉬운 표현으로 풀, 
어쓰거나 어순을 정리하거나 방언을 찾아내는 등 다양한 과업을 수행했다, .26) 거기서 비유와  

25) Edited by Uligh
26) 호메로스 스콜리아에 대하여 가장 종합적이고 개론적인 연구서이다 또한 아리스토 Nünlist (2009). . 

파네스 스콜리아는 고전적인 의 연구가 있고 에우리피데스 스콜리아는 Rutherford (1906) , Meij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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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채 요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비유론의 세부 항목들이 파생되었다 이렇게 시인들의 . 
작품에 대하여 다양한 과업이 이루어진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언어이, 
다 시인들의 언어는 산문 작가들의 언어와 달랐고 무엇보다 호메로스나 시인들의 언어는 수 . , 
세기 전에 작성되어서 해설이 필요했던 것이다 더구나 문법 지식이 정교하게 발전하면서 학. 
자들은 텍스트 분석을 위한 다양한 개념 도구를 창안했다 이와 같은 지성적 발전이 비유론을 . 
세밀하게 이끈 배경이다. 

다음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과 같은 문학 비평이라는 최종 단계에 가기 전에 유추  < > , (ἀ
를 채택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트락스의 유추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유추와 동일) . ναλογία

한 그리스어 단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개념 규정이 다르다 다음은 세기 라틴어 문법, . 4
가 카리시우스가 알렉산드리아 학자 아리스토파네스와 아리스타르쿠스 디오뉘시오스 트락스의 (
스승 의 유추를 정리한 대목이다) . 

huic [sc. analogiae] Aristophanes quinque rationes dedit uel, ut alii 
putant, sex; primo ut eiusdem sint generis de quibus quaeritur, dein 
casus, tum exitus, quarto numeri syllabarum, item soni. sextum 
Aristarchus, discipulus eius, illud addidit, ne umquam simplicia 
compositis aptemus. [Charisius, Ars Grammatica, 149.26 150.2]– 27)

아리스토파네스는 가지 유추를 제공했는데 가지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첫5 , 6 . 
째는 조사 대상이 어느 유에 속하는지 둘째로 격 셋째로 어미 넷째로 음절 숫, , , 
자 다섯째로 강세 마지막은 그의 제자 아리스타르쿠스가 추가한 단일어를 복합, , 
어에 맞추지 말라는 것이다. 

알렉산드리아 학파에 이르러 유추 는 텍스트 비판 단계에서 주로 수행하는 작업이 (analogia)
되었다 다양한 텍스트 판본을 정리하면서 오류를 수정하며 원문을 추정하기 위한 목적에 부. 
합하는 것이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유추는 위에서 확인한대로 비유의 네 번째 항목이다. . 
그가 유추로 제시한 개념은 기하학의 용어답게 같은 비례 관계를 따른다 예A : B = C : D . 
를 들면 아레스의 방패 와 디오뉘소스의 잔 이라는 비례가 있을 때 아레스의 잔 이라고 “ ” “ ” , “ ”
하면 독자는 유추 관계로 두 대상을 연상할 수 있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유추를 . 
비유의 번째 하위 항목에 집어넣었지만 헬레니즘 시대에 이르러 문법학 혹은 문학 분야에서 4 , 
유추는 더 이상 의미를 전환하는 비유 로 규정되지 않는다“ ” .28) 문법 지식의 패러다임이 바뀌 
고 개념 규정이 새로워지자 기존의 이론이나 개념은 새롭게 재편되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 
다. 

의 박사 논문이 가치 있다(1987) . 
27) Edited by Barwick (1925)
28) 서양 고전기의 유추론에 대한 역사는 다음 논문을 참고할 만하다 . Schironi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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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학자 트뤼폰  2) 

위와 비슷한 현상은 비유론이 자리한 의미론 분야에서도 발생했다 바로 의 범주가 변화. λέξις
를 겪기 때문이다 에 따르면 트락스의 스승인 아리스타르쿠스 이래로 의 개. Matthaios , λέξις
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보다 축소되었다 아리스타르쿠스는 개별 어휘를 가리키는 개념으. 
로 를 재정립한다.λέξις 29)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이미 읽었듯이 의 범주 속에  λέξις
기본 요소 음절 접속사 이름 동사 연결사 격 로고스 를 모두 집어넣었다 그래서 비유“ , , , , , , , ” . 

나 문채도 모두 이름 의 범주 속에서 다루었다 하지만 알렉산드리아 학자들은 아리스토텔레“ ” . 
스의 이론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그들은 품사 개념을 날카롭게 다듬으며 명사나 동사나 . 
접속사를 해당 항목으로 넣었고 의 문법 개념을 개별 어휘 로 재규정했다 다음은 트락, ‘ ’ . λέξις
스의 다음 세대이자 문법학자인 트뤼폰의 비유론 서문이다< > . 

ῦ Το λόγου ἰ ἴ < >, ὸ ἐ , ὸ ὲ ἐε ς ε δη μεριζομένου δύο τ μέν στι κυριολογία τ δ
στι τρόπος. ὲ ὖ ἐ ἡ ῶ ὰ κυριολογία μ ν ο ν στιν τ ν κατ φύσιν λέξεων τετευχυ
ῖ . . . α φράσις· τρόπος ἐδέ στι λέξις ἢ φράσις ἐ ῆ ' ἑ ὴ ὁκ τ ς καθ αυτ ν πωσ
ῦ ἰ ὴ ἰ ῖ , ὸ ὶ ῖ . ο ν διότητος μετατροπ ν ε ληφυ α δι κα τρόπος καλε ται παρείληπτ

ὲ ἤ ἕ ἢ . . . . [Tryphon, De Tropis II, αι δ τοι χρείας νεκα κόσμου φράσεως
Praefatio]30)

로고스 의 형태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한편으로 고유 의미( ) < > . (λόγος κυριολογί
다른 한편으로 비유 가 있다 그러므로 고유의미는 개별 어휘들), ( ) . (α τρόπος λέξε

의 특성에 따라서 형성된 표현 이다 반면 비유는 개별 어휘) ( ) . . . . (ις φράσις λέξι
와 어구 표현 에 고유한 특징의 방식으로부터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그) ( ) . ς φράσις

런 이유로 전달의미로 불리기도 한다 실제로 어구 표현의 필요성 과 장식. ( )χρεία
때문에 발생했다( ) . . . .κόσμος

이 구분을 서두부터 밝히는 이유는 명백하다 트뤼폰은 다음 단락부터 다양한 비유의 항목을 . 
해설할 때 먼저 그 비유를 규정하는데 거기서 해당 비유가 개별 어휘 와 어구 표현, ( ) (λέξις φρ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밝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알레고리는 어구 표현) . , (άσις φράσ
에 해당하지만 도치는 개별 어휘 와 상응하는 비유이고 군말 같은 ) , ( ) , ( ) ις λέξις παραπλήρωμα

경우는 개별 어휘나 어구 표현이 둘 다 가능한 비유에 속한다 하지만 트뤼폰의 비유론 과 . < >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및 수사학 사이에 상호텍스트성 가 상< > < > (Intertextuality/Para-Text)

29) 는 이 박사 논문에서 아리스타르쿠스의 문법학을 포괄적으 Matthaios (1999), 198-200. Matthaios
로 분석했다. 

30) 트뤼폰의 판본은 가지가 있는데 서로 상호보완적이다 의 입장을 따라서 선임자들의 학식 2 . Schironi
과 가까웠다고 평가받는 판본을 인용하겠다 비유론 의 다양한 판본 연구는 윤재성 을 볼 것. < > (2016) . 
저자 논란과 비판 정본에 대한 연구로는 윤재성 이 있다West (1965);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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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히 확인된다. 

시학 이나 수사학 에서 비유를 설명하는 형식은 개념 정의 하위 항목 예문 특< > < > (1) , (2) , (3) (
히 호메로스 부연설명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트뤼폰은 그 형식을 은유를 비롯해 다른 비), (4) . 
유들을 다루면서 그대로 사용한다 트뤼폰의 은유는 아리스토텔레스와 하위 구분이 상이하지. 
만 은유를 여러 하위 항목들로 구분하는 방식이나 예문이 매우 닮았다 수사학 과 비유론, . < > < >

Aristotle, [De Poetica, 1457b.6-11] Tryphon, [De Tropis]

μεταφορὰ δέ ἐστιν ὀνόματος 
ἀλλοτρίου ἐπιφορὰ (i) ἢ ἀπὸ τοῦ 
γένους ἐπὶ εἶ (ii) δος ἢ ἀπὸ τοῦ 
εἴδους ἐπὶ τὸ (iii) γένος ἢ ἀπὸ τοῦ 
εἴδους ἐπὶ εἶ (iv) δος ἢ κατὰ τὸ 
ἀ . νάλογον

(i) λέγω δὲ ἀπὸ γένους μὲν ἐπὶ 
εἶδος οἷ “ον νηῦς δέ μοι ἥ ' δ
ἕ ”στηκεν · τὸ γὰρ ὁρμεῖν ἐστιν 
ἑ .... στάναι τι

μεταφορά ἐστι λόγου μέρος 
<μεταφερόμενον ἀπὸ τοῦ κυρίου ἐ ' φ

ἕ > τερον ἤτοι ἐμφάσεως ἢ ὁμοιώσεως 
ἕ . νεκα

τῶν δὲ μεταφορῶν εἴδη ἐστὶ (i) πέντε· αἱ 
μὲν γὰρ αὐτῶν εἰσιν ἀπὸ ἐμψύχων ἐπὶ 
ἄ , (ii) ψυχα αἱ δὲ τοὐναντίον ἀπὸ ἀψύχων 
ἐπὶ ἔ , (iii) μψυχα αἱ δὲ ἀπὸ ἐμψύχων ἐπὶ 
ἔ , (iv) μψυχα αἱ δὲ ἀπὸ ἀψύχων ἐπὶ ἄ , ψυχα
(v) αἱ δὲ ἀπὸ πράξεως ἐπὶ πρᾶ . ξιν

(i) ἀπὸ μὲν ἐμψύχων ἐπὶ ἄψυχα, ὡς ὅταν ὁ 
ποιητὴς ἐπὶ τῶν δοράτων λέγῃ “πολλὰ δὲ 
καὶ μεσσηγὺ πάρος χρόα λευκὸν 
ἐπαυρεῖν ἐν γαίῃ ἵ , σταντο λιλαιόμενα 
χροὸς ἆσαι.” τὸ γὰρ προθυμεῖσθαι ἐπὶ 
ἐμψύχων ἐ , στίν ὅπερ τῷ δόρατι 
περιέθηκεν ἀψύχῳ ὄντι· τοῦτο δὲ εἴρηται 

' κατ ἔ . . . .μφασιν

Aristotle, [Rhetorica 1411a.1-1412a.2]
τῶν δὲ μεταφορῶν τεττάρων οὐσῶν 
εὐδοκιμοῦσι μάλιστα αἱ ' κατ
ἀ , . . .ναλογίαν
καὶ ὡς κέχρηται πολλαχοῦ 
Ὅ , μηρος τὸ τὰ ἄψυχα ἔμψυχα 
ποιεῖν διὰ τῆς μεταφορᾶ . . . .ς
καὶ “ἐν γαίῃ ἵσταντο λιλαιόμενα 
χροὸς ἆ .σαι ”. . . 

은유는 다른 이름의 전달로서 유에서 (i) 
종으로 혹은 종에서 유로 혹은 , (ii) , (iii) 
종에서 종으로 혹은 유추관계를 , (iv) 
따른다. 

유에서 종으로의 예는 나의 배가 (i) “
여기에 서 있다 왜냐하면 정박하는 것은 .” 
무언가 서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은유는 실로 강조나 닮음 때문에 고유한 것에서  <
다른 것으로 말의 전달되는 부분이다 은유의 > . 
형태에는 다섯 가지가 있다. 

혼 있는 것들로부터 혼 없는 것들로 반대로 (i) , (ii) 
혼 없는 것들로부터 혼 있는 것들로 혼 있는 , (iii) 
것들로부터 혼 있는 것들로 혼 없는 , (iv) 
것들로부터 혼 없는 것들로 어떤 것들은 , (v) 
행위로부터 행위로의 형태들이 있다.

(i) 혼 있는 것들로부터 혼 없는 것들로 예를 들어 , 
그 시인이 창들에 대해서 말할 때처럼 많은 , “
창 들은 그의 흰 살갗에 이르기 전 중간에 떨어져 ( )

그의 살을 포식하기를 열망하며 땅에 꽂혔다 혼 .” 
있는 것에 대해서 열망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혼 , 
없는 존재인 창에 부여했던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 
강조를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 . .

그리고 호메로스가 여러 곳에서 
사용했듯이, 혼 없는 것들을 비유에 의해 
혼 있는 것들로 만드는 것이 있다 .... 
그리고 “ 창 들은 그의 살점을 포식하기를 ( )
열망하며 땅에 꽂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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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교하면 둘 다 모두 혼 없는 것들로부터 혼 있는 것들로“ ”(ἀ ὸ ὲ ἐ ἐ ὶ ἄπ μ ν μψύχων π ψυ
의미를 전달하는 은유를 말하고 그 예문으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권 행을 인용) , < > 11 574χα

하고 있다.31) 트뤼폰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혼 없는 것들 과 혼 있는 것들 을 수용해서  “ ” “ ”
은유의 구분하는 기준을 확장했다 상호텍스트 가 일부라고 하더라도 텍스트 . (Intertextuality) , 
내적인 맥락과 줄기를 고려하면 알렉산드리아 전통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을 그대로 고, 
수한 흔적을 확실히 드러낸다. 

그런데 트뤼폰의 비유론 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술에서 찾을 수 없는 수많은 비유 항목들  < >
이 알레고리 아이러니 도치 환치 등 들어있다 은유를 제외한 나머지 비유 항목들은 , , , . – – 
용어도 그렇고 하위 구분도 그렇고 아리스토텔레스와 연속성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가 , . 
시학 을 저술한 시기는 통상적으로 아테나이에 번째로 머물던 기원전 년으로 추정< > 2 335 322–

된다 한편 트뤼폰은 활동 시기는 사전에 따르면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절로 보다 앞선. Suda 
다고 전해지므로,32) 약 여 년의 간격이 있다 우리에게는 그 기간을 메꿀만한 원천이나 작 300 . 
품이 수중에 없고 그마저도 작성 연대와 원저자에 대하여 학자들의 합의에 의존하는 호메로, <
스 스콜리아 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긴 세월을 뛰어넘는 아> . 
리스토텔레스와 알렉산드리아 학파 사이의 연속성이 공존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33) 각종  
학식과 새로운 개념이나 방법론들이 점점 다듬어지고 발전했지만 전통적인 가르침은 또 그대, 
로 유지되기도 했다. 

이제 마지막으로 비유론의 하위 항목들을 비교해보자 맨 서두에서 퀸틸리아누스의 수사학   . <
교육 에서 비유론을 둘러싼 문법학자들 내부와 철학자들의 도무지 풀리지 않는 싸움 을 인용> “ ”
했었다 퀸틸리아누스와 가장 가까운 시대에 비유론 을 남긴 사람은 트뤼폰이다 퀸틸리아누. < > . 
스 보다 세기 정도 앞서 활동했다고 전해진다 그렇다면 문법학자와 수사학자의 차이는 과연 1 . 
어느 정도일까? 

31) 이 구절은 호메로스 스콜리아 에서 다른 알렉산드리아 학자 아리스토니쿠스의 설명으로 포함되어  < > , 
있다: “[11.574a] Ariston. <ἐ ῃ ἵ :> <ὅ > ὰ ἵ ὶ ὅ ἀ ὸ ῶ ἐν γαί σταντο τι τ δόρατα σταντο· κα τι π τ ν μψ

아리스토니쿠스 땅에 꽂혔다 즉 창들이 꽂혔다 혼 있는 것들로부터의 은유.” . < :> < > : ύχων μεταφέρει
이다.

32) ύ , Ἀ ί , Ἀ ύ , ὸ ὶ ή , ὼ ὰ ὺ ὐ ύΤρ φων μμων ου λεξανδρε ς γραμματικ ς κα ποιητ ς γεγον ς κατ το ς Α γο στο
ό ὶ ό ... [Suda, .1115.]υ χρ νους κα πρ τερον τ

33) 아리스토텔레스와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연속성 과 불연속성 사이에 학자 (continuity) (discontinuity) 
들 간의 이견이 있었다 저명한 는 연속성을 거부했지만 오늘날 대다수 학자들은 압도적으로 . Pfeiffer , 
그 연속성을 인정하는 편이다. Cf. Pfeiffer 88 & 135. 

Richardson, 'Aristotle and Hellenistic Scholarship', in Montanari (ed.), La philologie grecque 
á l'époque hellénistique et romaine: sept exposés suivis de discussions 

시학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와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연속성을 다룬 (Vandoeuvres-Genève, 1994) 
연구는 다음을 참고하라. Wouters, 'Grammatical theory in Aristotle's poetics, chapter XX', in 
Swiggers and Wouters (eds.), Grammatical Theory and Philosophy of Language in 
Antiquity (2002); Grintser, 'Grammar of Poetry (Aristotle and Beyond)'ibid. 

트뤼폰의 비유론< >34) 퀸틸리아누스의 비유론 [8.6.8-76]

λληγορία ἀ 알레고리( )

μεταφορά 은유 ( )

Metaphora 은유( )

Synecdoche 제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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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두 학자 사이에 비유론의 유와 종부터 다른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더구나 트뤼폰은 문. 
법학자로서 명성이 높았고 퀸틸리아누스는 수사학자였다 물론 모두가 두 학문에 탁월한 통찰, (
력을 겸비했다 이 차이에 관하여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다 직관적이고 단). . 
순하게 판단하면 두 비유론은 각기 다른 전통에서 흘러들어온 것이다 그렇다고 아예 다르기, . 
만 한 것은 아니다 굵은 표기를 유심히 보면 퀸틸리아누스의 비유 항목 대다수가 트뤼폰에. , 
게 포함된다는 특징이 보인다 하지만 이들의 비유론 초반 일부는 은유 제유 환유 상당. , , - – 
한 유사성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 흥미롭다 아리스토텔레스 트뤼폰 퀸틸리아누스의 은유를 . , , 
모아보자. 

34) 트뤼폰의 비유론 판본은 현재 종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 대다수 학자들은 둘 다 트뤼폰의 진본 < > 2 . 
으로 여긴다 판본 문제와 저자 논란에 대해서는 윤재성 장을 참고하라 여기서 인용한 두 . (2016) 1 . 
번째 비유론 이 알렉산드리아 전통에 근접하다는 논증은 을 보라< > Schironi (2018) . 

κατάχρησις 활용 ( )

μετάληψις 대체 ( )

περβατόνὑ 전치 ( )

도치( )ναστροφή ἀ

συνεκδοχή 제유 ( )

νοματοποιΐαὀ 의성 의태 ( / )

μετωνυμία 환유 ( )

περίφρασις 완곡 ( )

군말( )πλεοναςμός 

허사( )παραπλήρωμα 

생략( )λλειψις ἔ

περβολήὑ 과장 ( )

ε ρωνείαἰ 반어 ( )

비꼼( )σαρκασμός 

재치( )στεϊσμός ἀ

반용( )ντίφρασις ἀ

이중부정( ) ναντίωσις ἐ

ντονομασίαἀ 환칭 ( )

중의( )μφιβολία ἀ

겸용( )σύλληψις 

수수께끼( )α νιγμα ἴ

점강( )παύξησις ἐ

돌출( )ξοχή ἐ

환서( )στερολογία ὑ

Metonymia 환유( )

Antonomasia 환칭( )

Onomatopoeia 의성 의태( / )

Catachresis / Abusio 활용( )

Metalepsis 대체( )

Epitheton / Adpositum 에피테톤( )

Allegoria 알레고리( )

Ironia 아이러니( )

Periphrasis 완곡( )

Hyperbaton 전치( )

Hyperbole 과장( )

아리스토텔레스 (BC 4C) 트뤼폰 (BC 1C) 퀸틸리아누스 (AD 1C)
(i) ἢ ἀ ὸ ῦ ἐ ὶ π το γένους π
ἶ . . .ε δος (i) ἱ ὲ ὰ ὐ ῶ ἰα μ ν γ ρ α τ ν ε σιν (i) in rebus animali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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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유에 있어서 트뤼폰과 퀸틸리아누스는 똑같은 하위 항목을 공유하고 있다 위에서 보듯이 . 
가장 유사한 비유 항목은 은유이고 제유나 환유의 경우도 상당한 유사점을 보인다 제유는 , . 
하위 항목이 일치하고 환유는 동일한 신명이 헤파이스토스 불카누스, (Ἥ ) : – φαιστος

아레스 마르스 디오뉘소스 리베르 데메테르(Vulcanus), (Ἄ ) : (Mars), ( ) : (Liber), ρης Διόνυσος
케레스 똑같은 예시로 인용된다 그렇지만 두 저자의 비유는 후반부로 ( ) : (Ceres) - . Δημήτηρ

갈수록 공유하는 요소가 점차 사라진다 심지어 꼭 닮은 은유도 예문 특히 서사시 에 있어서. ( , )
는 매우 다르다 전자는 호메로스를 거의 인용하지만 후자는 베르길리우스를 많이 활용하기 . , 
때문이다. 

이제 텍스트의 형식 혹은 텍스트 바깥으로 눈을 돌려보자 앞서 아리스토텔레스와 트뤼폰의   . 
텍스트에서 구분한 가지 형식은 장르의 전형적인 특징인데4 EPITOME(ἐ ) ,πιτομή 35) 이는 교육  
텍스트로서 기능을 입증하는 것이다 트뤼폰이 활동하던 시기는 바야흐로 그리스 문법학자들. 
이 로마에서 읽기와 쓰기부터 문법학과 수사학을 가르치던 때이고 그의 활동 무대도 로마로 , 
추정된다.36) 어떤 학자는 디뒤모스 칼켄테로스 기원전 년경 “ ( , 63-10 )Δίδυμος Χαλκέντερος
가 사전학 분야에서 이룩한 성취처럼 트뤼폰은 문법학 분야에서 (Lexicography) , (Grammar) 
이전에 시도되지 않았던 방식으로 학문적 기초 위에 지식의 조직화를 추구했다 고 평가했다” . 
그는 체계적인 교과서 같은 작품을 쏟아낸 학자였다.37) 이런 단서나 추정과 함께 트뤼폰의 명 
성을 고려하면 퀸틸리아누스가 활동하기 전에 트뤼폰이 자신의 교과서를 통해서 로마에서 , , 
학식을 전수하고 가르쳤을 가능성에 충분히 개연성을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나가며V. 

35) 서양 고대에서 형식은 개별 분야를 넘나드는데 교육적인 목적이 강하다 대표 EPITOME(ἐ ) , . πιτομή
적인 사례는 다음을 보라. Fuhrmann (1960), 26-27; 33; 39-40; 55; 68; 102; 119.

36) 로마 공화정 시기 활약한 문법학자 명에 대해서는 안재원 에서 잘 확인할 수 있다 26 (2013) . De 
은 트뤼폰과 디오뉘시오스 할리카르나소스 기원전 약 년Jonge (2008) ( 60-7 , ἈΔιονύσιος λεξάνδρου 

가 함께 로마에서 활동했다고 추정한다 에 의하면 두 문법학자의 텍스트Ἁ ) . De Jonge , λικαρνασσεύς
를 비교해 볼 때 그들의 문법 용어가 다른 학자들과 차별화되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 

37) Fraser (1972), 474.

(ii) ἢ ἀ ὸ ῦ ἴ ἐ ὶ π το ε δους π
ὸ . . .τ γένος 

(iii) ἢ ἀ ὸ ῦ ἴ ἐ ὶ π το ε δους π
ἶ . . .ε δος 

(iv) ἢ ὰ ὸ ἀ . κατ τ νάλογον 
. .

ἀ ὸ ἐ ἐ ὶ ἄ ,π μψύχων π ψυχα
(ii) ἱ ὲ ὐ ἀ ὸ α δ το ναντίον π
ἀ ἐ ὶ ἔ . . .ψύχων π μψυχα 
(iii) ἱ ὲ ἀ ὸ ἐα δ π μψύχων 
ἐ ὶ ἔ . . .π μψυχα 
(iv) ἱ ὲ ἀ ὸ ἀα δ π ψύχων 
ἐ ὶ ἄ . . .π ψυχα 
(v) ἱ ὲ ἀ ὸ α δ π πράξεως 
ἐ ὶ ᾶ . . . π πρ ξιν 

pro alio [animalibus] . . .
(ii) inanima pro allis 
generis eiusdem . . .
(iii) pro rebus animalibus 
inanima . . .
(iv) contra . . .
(v) a rationali ad 
rational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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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나름대로 비유론을 둘러싼 풀리지 않는 싸움 을 추적했지만 여전히 해소되지 않  “ ” , 
은 의문은 여전하다 애초에 질문을 던진 범위에 비해서 목표한 답변이 소박하기도 했지만. , 
소실된 문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파고들 수 있는 비유론 주변의 맥락 이 더 존재하(Context)
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중심으로 살펴보느라 스토아 학파의 공헌을 . , 
지나쳤다 스토아 학자들이 비유론의 진정한 창시자라고 주장한다면 너무 지나치겠지만 그들. , 
이 기여한 바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무엇보다 언급하지 않고 지나갈 수 없는 주제는 . 
바로 개별단어오류 와 문장오류 이다 이 짝은 비유론 과 문“ ”(Barbarismus) “ ”(Soloecismus) . “ ” “
채론 과 각각 연결되는 주제인데 로마의 바로 가 라틴어에 대하여” , (Varro) < >(De Lingua 

를 집필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Latina) .38) 이와 관련해서 더 추적한다면 지금까지 찾은 단 , 
서와 아리스토텔레스와 알렉산드리아 전통에서 렉시스 와 아날로기아 범( ) (ἀ ) – λέξις ναλογία
주 변화 비유론의 상호텍스트성 비유의 하위 항목 등 더불어서 신뢰성과 , (Intertextuality), –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원천이 될 것이다 나아가서 비유론의 짝인 문채론 역시 제대로 언급. 
하지 못했다 비유의 종류에 대한 논쟁은 아마도 그 짝인 문채론의 종류와 직결되는 문제였을 . 
텐데 현존하는 저술들의 전통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지금은 옅은 점, . 
선에 불과한 헬레니즘 시대의 문법학과 수사학 세계를 앞으로는 더 섬세하고 정확하고 신뢰, 
할 수 있는 한 폭의 스케치로 묘사할 수 있을 것이다. 

38) 안재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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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유엔총회에서 한 국가의 대통령이 연설을 전달하는 것은 세계와 그 대표들을 대상으로 그 

국가를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학적 상황으로서의 의미가 주어진다. 더군다나 유엔총회에서 

평화를 주제로 연설한다는 것은 한반도의 상황, 남북 관계, 북핵 문제에 대한 이슈를 자국민이 아닌 

국제 사회에 주목해야할 시급성 있는 화두로 천명하는 것임에 그 분석 가치를 지닌다. 본 연구는 

2015 년의 박근혜 대통령의 제 70 차 UN 총회 기조연설문과 2017 년의 문재인 대통령 제 72 차 UN 

총회 기조연설문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두 대통령은 정치 이념이 다른 진영 출신으로 남북이슈와 

관련하여 다른 정치적 비전과 대북정책을 제시했으며, 본 연구를 통해 두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선사하는 대한민국의 평화레토릭은 어떤 그림인지, 그 가운데 대한민국과 리더로서의 역할은 어떻게 

구축하고자 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두 연설문의 유사성을 수사학적 상황분석으로 살펴볼 수 있다. 수사학적 상황은 시간과 

공간이 합쳐진 개념으로 그리스어로는 '카이로스 (kairos)'라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시간은 양적 시간이 

아닌 질적 시간이다 (박성희, 2017). 상황과 말은 분리될 수 없는 개념이며 마치 질문이 있어야 응답이 

있듯이 상황은 말의 기본적인 전제이자 활동의 기반이기도 하다 (BItzer, 1995).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평화레토릭은 특히 대한민국에서의 수사학적 상황으로인한 필연적인 존재라고 볼 수 있다. 

분단국가, 통일, 남북관계, 북핵, 비핵화 등의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늘 평화가 등장했고 그 전제가 되는 

질문이 없었다면 평화레토릭 존재의 필요가 사라지게 된다. 반대로 평화가 시급하지 않은 국가에는 

평화 레토릭의 존재가 이처럼 부각되지 않을 것이다.  수사학적 상황은 긴급성 (exigence), 청중 

(audience), 제약요소 (constraints) 세가지로 구성된다. 긴급성은 어떤 변화나 호응을 유도하는 

불완전하고 결핍된 상태를 말하고, 청중은 그 변화와 호응, 말에 대한 효과를 불러오는 매개자의 

역할이고, 제약요소는 이 이외에 수사학적 상황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제약적인 기타 요소들, 인물, 

사건, 물체, 관계되는 대상 등이 될 수 있다 (Bitzer, 1995).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 연설은 이 세 가지 요소로 비교했을때 유사한 수사학적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두 연선물이 

공유하는 긴급성은 남북관계의 평화, 북한 비핵화이고 청중은 유엔총회에 참석한 기관 관계자, 유엔 

회원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대표들이며 제약요소는 각 연설이 이루어졌던 시점에 최근의 북한 도발, 즉 

6 차 핵실험, 미사일 도발, 핵개발 강행 등이 있다.  

  

II. 이론적 논의  

 

1. 수사비평 

 Hart & Daughton (2005)은 수사학에 화행이론을 제시한다. 무언가 말을 하는 것은 무엇가를 

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강조하며 말을 하기위해 선택하는 단어, 선택하는 시간, 선택하는 공간, 대상에 

대한 모든 화자의 의지가 수사학적 선택이자 행동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런 관점은 수사비평에 

결정적인 함의를 가져온다. 나가가 Foss(2009)는 말은 사회적 현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함으로 말을 



분석하는 것은 인물이 속한 사회를 이해하고 읽어내는데 매우 중요한 도구라고 한다. 박성희, 김창숙 

(2014)은 대한민국의 통일레토릭의 둘러싼 정침담론을 비교분석 연구에서 사회는 현실의 세계와 

사회가 추구하는 이상의 세계가 공존한다고 지적한다. 본 연구의 대상인 평화레토릭 또한 동일한 

맥락에서 대한민국 사회가 추구하는 평화를 위한 이상과 실제 비핵화 이슈 같은 남북관계를 둘러싼 

현실 세계가 공존하며 탄생한 레토릭이다. 본 연구에서 실행하는 수사분석 도구를 통해 대한민국 

리더가 제시하는 국제적 평화사회는 무엇인지 이해하는데 중요한 함의가 있다고 본다. 

 

2. 클러스터 분석  

 화자의 말에서 추출한 주요 단어와 단어들 사이의 관계 분석을 통해 화자가 전달하고자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클러스터 분석이다 (박성희 2017). 클러스터 분석을 처음 제시한 Burke(1962)는 

이 과정은 화자 마음 속의 언덕과 그 사이 연결되는 골짜기를 읽어내는 것과 같다고 한다. 그런 

전체적인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단계로 핵심적인 주요 단어를 잘 추출해내는 것이 연구자의 

몫인데, 그 이후 선별된 단어 클러스트들은 이 선별된 단어 클러스트들은 빅데이터 활용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료형성과 분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양적 데이터를 분석하고 읽어내는 

최종적인 역할은 여전히 연구자에게 있다 (박성희, 2017). 클러스터 분석은 결국 메시지의 효과보다는 

화자의 전략과 시각을 규명한는데 더 효과적이다 (Foss, 1996). 본 연구에서는 텍스톰 프로그램을 

활용한 단어 시각화 자료와 단어 네트워크, 연결중싱섬 자료로 클러스터 분석을 실행하였다. 이에 첫 

번째 연구문제로 두 대통령의 연설문에서 나타나는 평화레토릭의 전략척 차이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3. 역할 분석 

 역할분석은 말에 숨겨져 있는 화자의 수사학적 인격을 읽어내는 작업이다. 수사학적 인격은 

화자 개인으로서의 인격이 아닌 청중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청중으로 하여금 보여지도록 하는 화자의 

의도된 인격 형태이다. Hart 와 Daughton(2005)은 수사학적 역할은 타고난 환경, 이념정 성향, 사회적 

자아를 통해 형성된는 것이라고 하며 그 사람이 구하사는 수사학적 인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따라서 박성희(2017)는 역할분석에는 화자가 선택한 역할이 무엇인지, 왜 그 역할을 선택했는지, 

청중에 대한 효과는 어떠했는지 분석하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메시지 속의 

자아지칭(I-Statement) 문장에 집중하였는데, 자아지칭의 횟수와 해당 문장의 동사형태를 분석하여 

화자가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스스로의 역할적 특성이 무엇인지 보고자 한다. 또한 화자를 포함한 

주체적인 개체 언급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평화레토릭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과 그 그룹은 

어떻게 설정되었고 또 어떤 역할로 제안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두번째 연구문제로 두 

대통령이 평화레토릭에서 제시하는 스스로에 대한, 그리고 주체적 개체에 대한 역할적 측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분석 하고자 한다.  

 

 

 



4. 대통령 레토릭 

  대통령의 수사학은 대통령이라는 극히 특정된 역할의 전제로 인하여 고유한 수사학적 의미를 

가진다. 대통령은 공적 담론을 형성하여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기 때문에 대통령 

수사학은 독립적인 장르로써 높은 연구가치를 가진다 (Tulis 1987, Campbell & Jamieson 1990).  

Sigelman(2001)는 존슨과 닉슨 미국 대통령들의 공적활동 말과 사적활동의 말을 비교하여 역할로 인한 

커뮤니케이션에 확연한 차이가 드러난 것을 연구하였다. 대통령의 말은 한 국가의 비전과 정책과 깊게 

연관되어 있어 대통령의 레토릭을 이해한다는 것은 한 국가와 사회, 그리고 대상에 따라 국제적 사회를 

이해하는 바와 같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되는 두 대한민국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은 국제사회적 

청중과 대통령이라는 특별한 역할이 발휘하는 가치에 의의를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에 각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써 형성하고자하는 평화레토릭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화두를 던지는 중심에서 스스로와 대한민국을 어떤 역할성으로 부각하고자 했는지 보고자 한다.  

 

III. 연구문제  

 

연구 문제 1 : 두 연설문의 평화레토릭은 단어 빈도와 연결성 측면에서 어떤 전략적 차이를 타나내는가?  

연구 문제 2 : 두 연설문의 평화레토릭은 어떤 역할적 차이를 나타내는가?  

 

IV. 분석 대상 및 방법론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2015 년 박근혜 대통령의 제 70 차 UN 총회 기조연설문과 2017 년 

문재인 대통령의 제 72 차 UN 총회 기조연설문이다. 각 연설문에 드러난 평화레토릭의 전략적 차이를 

보기위해 클러스터 분석을 진행하고, 역할적 차이를 보기위해 역할분석을 진행하였다. 클러스터 

분석에서는 단어 네트워크 분석 툴인 TEXTOM 을 이용하였고, 단어 빈도분석에는 워드클라우드와 

바차트 결과를 활용하였고 단어 간 연결성은 네트워크 그래프와 연결중심성 수치를 통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결중싱섬은 핵심 단어들이 연설문 전체 네트워크에서 얼마나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지, 

주요 키워들과의 직접적인 연결관계가 정도가 얼마나 가까운지 보여주는 수치이다. 역할분석은 

연설문에서의 자아지칭 (I-Statement) 빈도를 추출해 각 문장의 동사형태를 분석하고, 스스로를 포함한 

주체적 역할을 감당하는 개체는 어떤 이름로, 얼마나 자주 선택되었는지 분석하였다. 동사형테는 

Hart 와 Daughton(2005)이 제시한 4 가지 형태인 정서적/도의적, 서술적, 행동적, 수행적 형태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V. 연구 결과  

 

연구문제 1 : 두 연설문의 평화레토릭은 단어 빈도와 연결성 측면에서 어떤 전략적 차이를 타나내는가? 

 

1-1. 박근혜 대통령 클러스터 분석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의 주요 단어의 빈도수는 '평화' 26, '한국' 24, '노력' 18, '국제사회' 15, 

'세계' 13, '협력' 12 로 나왔으며 '북한', '북핵'에 대한 언급은 각 11, 7 이다. 본 연설문의 핵심 주제인 

평화를 중심으로 선택된 단어들이다. (그림 1) 워드 클라우드에서도 핵심 키워드 '평화'를 중심으로 

'한국' '노력' '국제사회' 노력' '협력' 등이 떠오르고 있으며 특히 '국제사회', '북한', '노력'이 핵심주제와 

가까운 관계적 거리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2) 네트워크 그래프를 통해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단어들이 얼마나 어떻게 연결되고 또 강조되는지 드러났다. '평화'는 '국제사회', 

'세계평화', '한반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국제사회'는 또다시 '북핵', '북한'과 함께 '적극적인' 

'해결' '노력' '지원'의 네트워크로 형성되어 있다. (그림 3) 연경중심성에서도 역시 '평화' '노력' 

'국제사회' '세계' '협력"이 높은 연결성을 보여주며 그 외에는 협력, 노력과 같은 수동적 형태의 단어가 

주제를 설명하는 단어로 나타나고 있다. (표 1) 

 

1-2. 문재인 대통령 클러스터 분석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에서 나타난 주요 단어 빈도수도 '평화'가 32 로 가장 높았고, 그 와 관련된 

단어로 '대만민국' 19, '북한' 17, '정부' 15, '전쟁' 11, '국제사회' 11, '평창올림픽' 9, '해결' 7, '촛불혁명' 

6 이 등장하였다. (그림 4) 워드클라우드를 살펴보면, 핵심주제 '평화' 주위에는 ' 대한민국', '정부', '북한', 

'전쟁'이 배치되어 있으며, '정부' 주변에는 '촉불혁명'과 '역할'이, '대한민국' 주변에는 '문제', '해결'이 

가까운 관계적 거리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5) 네트워크 그래프 분석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레토릭은 '평화'를 중심으로 '북핵' '북한' '한반도 문제가' 연결된 대주제로 나타났고 '대한민국'을 

중심으로는' '촛불혁명' '정부'가 주요 연결고리로 나타났다. (그림 6) 연결중심성에서 '평화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북한', '정부', '전쟁'이 높은 수치로 나타났고, 대주제는 아니지만 '평창올림픽', '해결', 

'촉불혁명'등이 '평화'와 높은 관계성을 나타낸다. (표 2) 

  



그림 1. 박근혜 단어빈도 바차트 

 

 

 

  

그림 2. 박근혜 워드클라우드 

 

 

   



그림 3. 박근혜 네트워크 그래프 

 

 

 

표 1. 박근혜 연결중싱섬   

유엔 0.083012 개도국 0.025097 

한국 0.07722 한반도 0.023166 

평화 0.071429 중요 0.023166 

노력 0.061776 동북아 0.023166 

개발 0.050193 경제 0.023166 

인권 0.042471 교육 0.021236 

국제사회 0.040541 기후변화 0.021236 

세계 0.040541 기여 0.021236 

협력 0.040541 인류 0.021236 

북한 0.032819 발전 0.021236 

안보 0.028958 국제 0.021236 

 

   

 

  



그림 4. 문재인 단어빈도 바차트 

 

 

그림 5. 문재인 워드클라우드 

 

 



그림 6. 문재인 네트워크 그래프 

 

 

   

표 2. 문재인 연결중심성 

평화 0.11086 국민 0.031674 

대한민국 0.074661 민주주의 0.029412 

유엔 0.061086 해결 0.029412 

북한 0.061086 문제 0.029412 

정부 0.052036 북핵 0.029412 

전쟁 0.049774 힘 0.027149 

국제사회 0.042986 시작 0.027149 

한반도 0.038462 노력 0.027149 

평창올림픽 0.038462 성장 0.022624 

사람 0.036199 역할 0.022624 

경제 0.036199 촛불혁명 0.022624 

동북아 0.033937     

 

 

  



연구문제 2 : 두 연설문의 평화레토릭은 어떤 역할적 차이를 나타내는가?  

 

2-1. 박근혜 대통령 역할 분석 

 

  박근혜 대통령의 평화레토릭에는 자아지칭이 총 9 개로 분석되었으며, 구성은 정서적이고 

서술적인 동사형태를 주로 나타내고 있다. 직접적인 개인에 대한 언급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주어를 강조하였고 개인의 언급에서는 행동과 경험 보다는 정서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을 구사하며 

수동적 형태의 역할로 제시되었다. 자아지칭 외에 주체적 개체로서는 대한민국을 24 번 언급하였고, 

여기서의 대한민국은 과거, 현재의 대한민국을 모두 내포하는 국가적 차원의 대한민국을 지칭하고 

있다.  

 

표 3. 박근혜 자아지칭 

1 저는 생각합니다 

2 저는 생각합니다 

3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4 저는 믿습니다 

5 제가 추친하는 이유도 선순환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6 저는 생각합니다 

7 저는 강조한 바 있습니다 

8 저는 제안한 바 있습니다 

9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2-2. 문재인 대통령 역할 분석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레토릭에는 자아지칭 문장이 총 23 개로 매우 높은 빈도로 나타났으며, 

구성은 정서적, 서술적, 행동적, 수행적 동사의 형태를 다 나타내고 있다. 국제사회를 대상으로의 대통령 

연설문에서 높은 빈도의 자아지칭 메시지는 많지 않고 특히 개인적 차원의 경험을 어필하는 것은 

국가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하게 부각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더 나아가서 본 연설문에서 

주체적 개체로서 대한민국은 19 번이 언급되었지만, 그 중 7 새는 새 정부에 국한된 대한민국으로 

과거와 현재를 모두 아우르는 대한민국이 아닌 현 대한민국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본 연설문에서만 

찾아 볼 수 있었던 '정부'라는 개체는 총 13 번 언급이 되었고, 이는 시제를 초월한 국가적 차원의 

개체가 아닌 특정 시기의 대한민국과 특정 정부의 대한민국이 본 연설문에서 강조하고자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표 4. 문재인 자아지칭 

1 나는 생각했습니다 

2 나는 희망합니다 

3 나는 생각합니다 

4 나도  참여했습니다 

5 나는 지금 그 정부를 대표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6 나는 자랑스럽습니다 

7 나는 생각합니다 

8 나는 피난지에서 태어났습니다 

9 나 자신이 피해자인 이산 가족입니다 

10 나에게 평화는 소명이자 책무입니다 

11 나는 우리 국민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12 나에게는 의무가 있습니다 

13 나는 바랍니다 

14 나는 높이 평가합니다 

15 나는 국제사회에 천명합니다 

16 나는 촉구합니다 

17 나는 요청합니다 

18 나는 밝힌 바 있습니다 

19 나는 열망합니다 

20 나는 가습이 뜨거워집니다 

21 나는 믿고 있습니다 

22 나는 촛불이 되기를 염원합니다 

23 나는 촛불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표 5. 문재인 주체적 개체 

1 우리 정부  

2 대한민국의 새 정부 

3 촛불혁명이 만든 정부 

4 국민의주민인식, 참여와 열망이 출범시킨 정부 

5 지금 그 정부 

6 우리 정부 

7 대한민국 새 정부 

8 새 정부 

9 지금 우리 정부 

10 우리 정부 

11 우리 정부 

12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의 우리 정부 

13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  

 

 



VI. 결론 

 

 결론적으로 박근헤 대통령의 평화레토릭은 평화라는 핵심 주제를 대한민국의 주체적인 

도전보다는 더 넒은 개념인 국제사회의 과제로 끌고갔다. 북한과 관련하여서도 전쟁과 같은 직설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북핵 문제와 평화 사이의 영역에 국제사회의 역할에 크게 비중을 두어 한반도 

문제는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사회에서 적극 해결하여야 이슈임을 강조하였다. 노력과 협력과 

같은 수동적 단어를 선택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는 주체자가 아닌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부각시켰다. 대통령의 개인성을 드러내는 것은 매우 낮게 나타났고 대한민국을 주어로 사용했으며 

대한민국의 의미는 시제를 초월하는 주어인 국가적 차원의 대한민국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평화레토릭에서 나타난 전략은 평화과제에 대한 주체를 국제사회로 가져간 것이며 드러내고자 한 

역할성은 국제사회에서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는 국가적 차원으로서의 대한민국이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레토릭은 핵심 주제인 평화에 있어서 촛불시위부터 

평창올림픽까지 연결하는 전개를 그렸다. 북한과 관련된 언급에서도 전쟁과 같은 직설적인 단어 

선택을 실행했고, 북한과 관련된 평화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주도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현 정부를 특히 

강조하며 촛불형명과 현 정부를 연결시켜 국제적사회에서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자질을 부각시켰다. 

대한민국의 역할에 대하여 해결과 같은 단어를 선택하여 문제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이미지를 강화시켰다. 자아지칭이 매우 높은 특징을 보였는데, 개인적인 경험과 의지가 

강하게 드러나고 한 국가의 대표자와 책임자로서의 개인 스스로의 역할을 재차 강조하였다. 본 

연설문에서의 대한민국은 시제를 초월하는 대한민국이 아닌 현 정부의 대한민국이라는 시점에서 

주어를 선택하였고, 이전의 대한민국과 현 정부의 대한민국을 분리시킴으로 현 정부가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이미지를 형성한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레토릭에서 나타난 전략은 

평화과제에 대한 주체와 주도권을 대한민국, 현 정부로 가져오는 것이고 드러내고자 한 역할성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리더로서의 영웅적 역할을 전달하고자 했다.   

 대한민국의 수사학적 상황에서 요구되는 평화레토릭은 한국 뿐만아니라, 북한, 동북아시아, 

국제사회에도 평화에 대한 비전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평화라는 공통된 주제로 

두 대통령의 차별된 평화가치관은 정부에 따라 대한민국 내의 국가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제시됨을 볼 

수 있었다. 필요로 하여금 평화라는 주제는 과거부터 현재진행으로 대한민국의 필연적 과제로 

주어졌으며 끊임없이 다양한 레토릭으로 다뤄져 왔다. 이에 대한 분석은 대한민국의 평화가치관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이해하고 국제사회에서의 평화과제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위치와 역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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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신동진(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안녕하세요. 
한국수사학회 봄철 학술대회에서 학문후속세대인 신진연구자의 따끈따끈한 연구에 대
해 토론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내주신 옥고는 재밌게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 연구는 유엔총회에서 행한 두 대통령의 연설문을 평화 레토릭에 초점을 두고 분석
하고 있습니다. 분석방법으로는 클러스터 분석과 역할분석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전 세계의 국가들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글로벌 차원에서의 이슈들, 
즉 여러 국가들의 이해관계와 인류적인 문제인 전쟁, 환경문제 대응, 전염병에 대처하
는 의료 등을 논의하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대통령은 한 국가 원수이며 정치지도자입
니다. 대통령이 행하는 유엔 연설은 전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발언하는 것이며, 국가
의 이미지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대통령의 연설이 
세계를 대상으로 어떤 주제로 구성되고, 어떤 언어적 특성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그 연설문텍스트를 분석하는 것은 수사학 차원에서 분석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하겠습
니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몇 가지 토론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연구문제1을 통해서는 두 연설문의 평화 레토릭은 단어빈도와 연결성 측면에서 두 연
설문의 차이를 밝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클러스터 분석을 통해 사용한 단어의 빈도를 
살펴보고, 그 단어들의 네트워크를 그래프로 산출하여 분석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적 
분석방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두 연설문을 동시에 비교 
분석하는 의미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그 전략적 의미를 논의하려는 것일 텐
데,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분석과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 분석이 유기적으로 잘 비교되
면서 설명되면 연구의 취지가 더 드러나고 독자들도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합
니다. 

두 연설문의 평화레토릭의 역할적 차이를 구명하기 위해서는 역할 분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Hart와 Daughton이 제시한 정서적, 서술적, 행동적, 수행적 
형태로 분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유용한 분석방법을 적용한 것에 비해 논의내용이 
독자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논의가 양적으로 충분하지 않은 듯합니다. 보다 자세한 
논의가 더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자가 사용하고 있는 “평화레토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략 짐작이 가지만 연구



자와 독자가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할지는 의문입니다. 많은 연구논문들에서 그러고 
있지만, 적절히 정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평화레토릭, 통일레토릭, 개발레토릭, 
전쟁레토릭 등등 OOO레토릭으로 접두어를 붙이는 명명이 적절한지, 남용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양적연구에서 보통 연구방법이나 분석결과에서 요약통계, 기술통계를 제시하여 표본
의 특성을 독자들에게 제시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분석결과를 제시하는 초입부분에 
연설일시, 사용언어, 연설문의 길이 등에 대한 정보제시가 필요합니다. 연설문 원문의 
출처를 표시하고 참고문헌 목록에 명시하면 독자의 불편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대롱령 연설문을 클러스터분석과 역할분석을 통해 수사학적으로 분석하여, 화자가 사
용하는 언어적 특성과 그 단어들의 의미연결망, 그리고 화자의 역할을 이해하려고 한 
흥미로운 연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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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시민 소통의 조건 
– 사회적 우애와 호모노이아

손윤락(동국대)

1. 들어가는 말
2. 아리스토텔레스의 ‘폴리스’
3. 폴리스와 교육
4. 시민의 우애와 호모노이아
5. 우애의 산물인 국가 공동체
6. 시민 소통과 교육 공동체
7. 나가는 말

1. 들어가는 말

  본 발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 및 정치학 사상에 나타나는 philia를 ‘친애’나 ‘우정’이 
아니라 ‘우애’로 번역하면서 philia politike, 즉 ‘사회적 우애’에 있어서 우애(philia)와 호모노
이아(homonoia)개념을 그가 제시한 ‘시민소통의 조건’으로 이해하면서 양자 간의 거리 문제
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1) 사회적 우애와 호모노이아를 ‘시민소통의 조건’으로 주제화하
는 것은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정 경험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적 시도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
가 추구하는 ‘소통하는 시민’ 개념의 연원을 찾는 일이다. 특히 서울시가 최근 들어 ‘사회적 
우정의 도시’를 표방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philia에 대한 연구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우애의 문제는 『니코마코스 윤리학』 제8권과 9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애를 정치 사회적 모임(association)들에 대한 논의와 연결시키
면서, philia의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좋은 정치 체제와 나쁜 정치 체제를 구분하기에 이른다. 
이는 『정치학』 제7권과 8권에서 국가와 시민의 정의, 최선의 정치 체제, 그리고 이를 구현하
기 위한 시민교육에 대한 주장해서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국가는 “일종의 동등한 자들의 공동
체이고, 그 목적은 가능한 최선의 삶”이며 이는 덕arete의 구현과 완전한 실천에 따르는 행복
에 달려 있다. 시민은 이와 같은 최선의 삶에 이를 수 있도록 평생에 걸쳐 노력해야 하는데, 
이 때 시민이란 교육의 대상이 되는 어린 남성을 포함한 자유민을 의미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공교육 이념을 주장하면서, “국가는 하나의 복합체로서 교육에 의해 공동
체가 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다시 말해 정치적 결사를 진정한 하나의 국
가로 만드는 것은 최선의 삶을 공통의 목적으로 추구하는 데 있으며, 정의란 바로 이러한 목
적으로부터 도출된다. 여기서 국가를 통일체로 만드는 것은 시민들 사이의 우애와 상호 선의, 
그리고 신뢰를 형성하면서 시민 모두가 국가의 목적인 가장 훌륭한 삶의 구현을 위해 국사에 
참여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은 시민 모두가 덕을 갖추는 것이며, 

1) 본 발표문에서 philia politike는 ‘사회적 우애’로 번역한다. 한편 homonoia의 번역어는 맥락에 따라
서 ‘합의’와 ‘한마음’을 적절히 선택해야 하므로, 일단 음차를 해서 ‘호모노이아’를 기본으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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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정치 체제에서 덕 교육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좋은 국가는 훌륭한 
시민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를 하나의 공동체이자 진정한 통일
체로 만드는 시민들 간의 homonoia 즉 ‘마음의 일치’ 역시 훌륭한 시민으로부터 가능한 것
으로 보았다. 덕 교육, 즉 훌륭함을 가르치는 것은 시민들 사이의 마음의 일치를 촉진시키는 
원동력이다.  
  본 발표자는 사회적 우애를 법적 우애와 도덕적 우애로 구분한 Cooper의 해석을 수용하면
서, ‘호모노이아’를 민회에서의 합의(혹은 다수결주의 의결)로 규정하는 것은 ‘사회적 우애’를 
대립되는 집단 사이에 상호 신뢰가 결여된 상태에서 의결을 도출하는 다수결주의의 난점을 지
닌 ‘법적 우애’로 한정하는 것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발표가 지향하는 연구의 초점
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에서 사회적 우애의 바탕에는 시민의 덕(훌륭함)이 요구된다는 사실, 
즉 훌륭한 시민들이 사회적 우애를 이룬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 한 국가의 시민들이 서로 
의견이 대립하고 주장이 상충하더라도 ‘법적 우애’와 ‘도덕적 우애’를 포함하는 ‘사회적 우애’
를 발휘하여 함께 사는 공동체koinonia를 유지하는 것이 참된 의미에서의 homonoia임을 주
장하는 데 있다. 즉 도덕적 우애와 결합된 정치적 우애의 의미를 밝힘으로써, 폴리스 내에서 
훌륭함을 증진하는 시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정체(politeia)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한다고 
보았다. 자유(eleutheria)는 노동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시민들의 존재를 의미하며, 평등
(isonomia)은 그들이 신분과 재산을 넘어서 시민으로서 동등함을 의미한다. 여기서 isonomia
라는 말의 어원은 폴리스의 전통적인 마을 구조에서 나온 것으로, 공동체 형성의 기원과 관련
이 있다. 즉, 각 가정이 음식을 짓고 온기를 보존하는 화덕인 헤스티아(hestia)를 중심으로 삼
는다면, 마을은 아고라에 설치된 공동 화덕(hestia koine)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때 각 
가정은 마을의 공동 화덕으로부터 등거리에 있다고 보는 것이 isonomia의 어원이 되며, 이는 
마을 공동체의 구성원들 간의 평등성을 의미한다.2)

  아리스토텔레스는 동등하지 않은 시민들 사이의 관계는 결국 사회적으로 불균형한 긴장 관
계를 형성하게 되며 이로부터 공동체의 불안정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시민들 
간에 평등한 관계를 갖추는 방법으로 무엇보다 시민 일반에 대한 교육을 강조했다. 국가가 아
이들에 대한 교육을 관장하되, 신분과 재산을 막론하고 한 곳에 모아서 일정한 원칙에 따른 
공통의 교과목들을 가르침으로써 기초적인 지식과 바람직한 성품들을 길러줌으로써 시민이라
면 누구나 기본적인 훌륭함arete를 갖추도록 한다는 것이다.3) 아테네의 현실 정치에서 시민의 
훌륭함 혹은 덕은 일찍이 페리클레스의 연설에서 강조된 바가 있지만,4) 전통적으로 “덕”은 귀
족에게만 요구되는 것이었고 페리클레스도 시민의 덕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5) 이런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시민 모두의 덕성 함양과 덕 교육을 강조한 사
실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우리는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개인의 관계를 표현하던 우애 개념을 사회적 관계를 규정
하는 용어로 의미를 확장함에 있어서 시민 교육으로서의 덕 교육을 강조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시민의 덕성(훌륭함)은 우리가 사회 안에서 서로 다른 입장에 따라 쟁점이 형성되고 그 

2) J. P. Vernant, Mythe et pensée chez les Grecs. Etudes de psychologie historique, Paris, 
Éditions Maspero, 1965.

3)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제8권 참조.
4) 투퀴디데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첫 번째 전몰장병에 대한 페리클레스의 추도사 참조.
5) 물론, 법정의 배심원과 국가행사 참여자에 대한 일당 지급 등 페리클레스가 추진한 정책들은 아테네 

시민들에게 민주정 체제에 대한 재교육의 효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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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을 둘러싸고 의견 충돌이 있더라도, 함께 사는 공동체로서 폴리스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건이 된다. 즉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 각자는 그 공동체의 주인으로서, 즉 시민으로
서의 역할을 다할 때 하나의 통일체로서 폴리스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2. 아리스토텔레스의 ‘폴리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 제7권에서 일견 플라톤의 “아름다운 나라(kallipolis)”와도 같은 
이상적인 폴리스(국가)를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6) 제7권 1장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최선의 정체가 무엇인지 제대로 탐구하려면 먼저 가장 바람직한 삶이 무엇인지부터 규정해야 한다. 
[…] 우리는 먼저 어떤 삶이 말하자면 만인에게 가장 바람직한지 확인하고, 이어서 공동체와 개인에
게 같은 삶이 가장 바람직한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최선의 삶에 관해서는 일반인을 위해 출간한 
저술들에서(exoterikois logois)7) 충분하고도 적절하게 논의했다고 생각되므로, 여기서는 그것들을 
이용하고자 한다. 선은 외적인 선, 몸의 선, 혼의 선으로 삼분되며, 행복한 사람은 이 세 가지를 모
두 갖추어야 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8)

그런데 첫인상과는 달리 『정치학』 제7권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플라톤의 생각에 대한 비판이 
많이 발견된다. 여기서 그는 국가와 개인, 그리고 국가와 시민의 문제를 매우 구체적으로 그
리고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 ‘국가와 시민 교육’이라는 주제가 다루어진다. 
  먼저 국가의 개념부터 살펴보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학』에서 다루고 있는 국가는 탐구
의 대상으로서 이론적인 것임에 틀림없지만 플라톤의 『국가』에서 그려지는 것처럼 이상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혹은 현존하는 나라들
의 예를 분석하고 있으며 그가 염두에 두고 있는 국가는 자신의 이론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
는 한의 이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정치학』 제7권 8장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는 
동등한 자들의 일종의 공동체”라고 말한다.

국가(polis)는 일종의 동등한 자들의 공동체(koinonia tis tōn homoiōn)이고, 그 목적은 가능한 최
선의 삶이다. 그런데 최선의 것(to ariston)은 행복이고, 행복은 덕(arete)의 구현과 완전한 실천에 
있다.9)

먼저 국가에 대한 정의가 나오고, 그 목적이 나왔다. 이 구절은 제7권 14장에 나오는 ‘실현가
능한 이상적 정체’ 규정과 함께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의 성격에 관해 중요한 사실을 알려준
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는 실현가능한 최선의 정체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번갈아가며 지배
하고 지배받는 제도라는 사실을 논증의 결론으로 얻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통치의 주체가 
모든 시민인 점에서는 민주정과 같으나 시민들이 덕성을 갖추고 서로 우애를 가진다는 점에서
는 그것과 다르다.10)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염두에 두는 국가는 한 사람의 왕이 지배하는 

6)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 개념에 대한 고전적 논문으로 A.C. Bradly(1971(1880)), "Aristotle's 
Conception of the State", in D. Keyt & F.D. Miller Jr. ed.(1991), A Companion to Aristotle's 
Politics, Oxford: Blackwell, pp. 12-56 참조. 

7) “exoterikoi logoi”(1323a22)란 내부용 저작(esoterica) 즉 뤼케이온의 제자들을 위한 강의노트가 아
닌 외부용(exoterica), 즉 대중들에게 출판된 저작들을 가리는 말이다.

8) 『정치학』 VII 1, 1323a14-27.
9) 위의 책, VII 8, 1328a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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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아니라 대등한 시민들이 이루는 공동체이며, 그 목적은 시민들의 가능한 한 최선의 삶
이라는 것이다.11)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시민’이란 노예도 아니고 전문 기능인도 아닌 자유민을 가리키는 
것이며 미래의 시민으로 양육과 교육의 대상이 되는 남자 아이들을 포함한다.12) 아이들은 공
통의 기초 교육과 덕 교육을 받고 육체적 훈련을 통해 성장하여 국가의 시민으로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배와 피지배의 주체가 된다. 한편, 플라톤의 이상 국가에서는 철학자 왕 만이 
최선의 삶에 도달한 사람이며 교육의 단계에 따라 일단 계급이 정해지면 그 역할에 충실하게 
일생을 사는 것이라면,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에서는 모든 시민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끊임없
이 최선의 삶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 내의 현실 생활에서 시민
들은 ‘서로의 이익과 권리에 관한 판단’, 즉 법적인 장치를 필수적인 요소로서 가진다.13)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 제7권에서 이렇게 국가와 시민을 규정하고 국가의 규모와 영토, 
그리고 국가의 구성원과 본질적 기능에 대해 언급할 뿐 아니라, 개인에게 최선의 삶과 모두에
게 최선의 삶이라는 개념에서 최선의 정체라는 개념을 끌어내고, 나아가 최선의 정체에서의 
시민 교육에 대해서도 중요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필자는 여기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교육
에 대한 생각을 중심으로 『정치학』 제7권, 8권과 함께 관련 텍스트들을 분석해볼 것이다. 

3. 폴리스와 교육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 제8권에서 “교육은 법에 의해 규제되고 국가에 의해 관장되어
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것은 공교육의 이론을 내놓고 있는 것인데 입법가는 무엇
보다도 아이들의 교육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교육은 국가가 주도하고 법에 의해 규제되어야 
한다고 설파한다. 『정치학』 제8권 첫머리에서 교육의 중요성과 공공성에 대한 언급을 보자.

아무도 입법가가 무엇보다도 젊은이들의 교육(tōn neōn paideian)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 국가 전체가 하나의 목적을 추구하는 만큼, 교육도 분명 하나이며 모두
에게 동일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은 공공의 관심사(epimeleian koinen)여야지, 각자가 제 아이들을 
따로 보살피며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교과목을 사적으로 가르치는 오늘날처럼 사사로운 일이어서
는 안 된다. 공공의 관심사에는 역시 공동으로 대처해야 하기 때문이다.14)

위의 인용문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를 넘어서, 국가의 공통 목적이 단일한 것이므로 교
육도 단일하며 공통의 것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학』
의 앞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내놓았던 체제의 통일성 논증, 즉 국가는 교육에 의해 통일체가 된
다는 주장과 맞물려 있다. 이미 제2권 5장에서 그는 “국가는 하나의 복합체로서 교육

10)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 제4권에서 그리스의 역사에서 최악의 정체는 참주제이며, 과두제가 그 
다음으로 나쁘고, 그 자체로 좋지는 않지만 그나마 현실적으로 가장 나은 제도가 민주정이라고 분석
한 바 있다.

11) 위의 책, VII 14, 1332b12-1333a15.
12) R. Curren(2000)은 노예나 직공, 외국인, 혹은 여성 등 자유 시민이 아닌 사람들에게 아리스토텔레

스의 국가가 어떤 이익을 줄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 “국가는 덕을 촉진함으로써 그들 또한 좋은 
삶으로 적절하게 인도한다”는 것이 텍스트의 취지라고 주장한다. p. 67.

13) 『정치학』 VII 8, 1328b2-15 참조. 국가에 필수적인 요소 혹은 기능 여섯 가지는 식량, 기술, 무구, 
세입, 종교의식, 서로의 이익과 권리에 관한 판단 등이다.

14) 위의 책, VIII 1, 1337a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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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deia)에 의해 공동체가 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는데,15) 여기서 교육이란 공동의 
교육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이곳 제8권 1장에서도 그와 같
은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제3권 9장의 다음 구절에도 나온다. 
 

국가는 단지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훌륭한 삶을 위해 존재한다. […] 따라서 이름만 국가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국가라면 시민들의 탁월함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국가 공동체는 그 구성원이 서로 멀리 떨어져 사는 동맹체와 공간적으로만 차이가 나는 동맹체가 
된다. […] 국가는 같은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단순한 공동체가 아니며, 상호 간에 부당 행위를 
방지하고 교역을 촉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은 국가가 존재하기 위한 필수 조
건들이다. 그러나 그런 조건들이 다 충족된다고 해서 국가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란 그 구성
원의 가족들과 씨족들이 잘 살(eu zen) 수 있게 해주기 위한 공동체이며, 그 목적은 완전하고 자족
적인 삶이다. […] 따라서 그런 공동체에 가장 많이 기여하는 자가 국가에서 더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이다.16)

이 구절은 『정치학』 제1권에서 피력했던 국가의 본성에 대한 이론을 다시 요약하고 있으며,17) 
그 틀 안에다 제3권에 배치된 통치권의 분점을 위한 자격에 대한 설명도 포함시키고 있다. 이
에 따르면 정치적 결사를 진정한 하나의 국가로 만드는 것은 덕 혹은 최선의 삶을 공통의 목
적으로 추구하는 데 있다. 이 본성적인 목적으로부터 민주정과 과두정에 반대하여18) 본성의 
권위를 주장할 수 있는 정의 개념이 생겨나는 것이다. 정의로운 것은 공공의 좋음을 증진하는 
것이다.19)

  그러므로 한 국가에 있어서 교육은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그것이 국가를 통일시키고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하는 데 불가결하기 때문이다.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증
은 그의 교육의 공공성 논증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교육이 국가를 통일체로 만
든다고 할 때, 그 통일성의 토대로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하는 것은 한편으로 시민들 사이
에 우애(philia)와 상호 선의 및 신뢰를 가지는 것이고,20) 다른 한편 시민 각자가 국가의 본성
적 목적, 즉 가장 훌륭한 삶을 살려는 목적에 참여하는 것이다.21)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덕을 갖추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시민이 덕을 교육받는 것은 최선의 삶이라는 국가의 본성적 목적에 참여하
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 “덕 교육”의 여부는 어떤 사람이 국가가 지향하는 이 목적을 공
유하는지를 알아보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 
  한 사회가 훌륭한 가치로 인정하는 덕목들을 행하는 것은 그 사회 구성원 각자의 행복을 위
해 꼭 필요하며 사회적으로도 유익한 것이다.22) 그러므로 덕을 교육받는 것은 각 시민 자신에

15) 위의 책, II 5, 1263b36-37.
16) 위의 책, III 9, 1280a31-1281a5.
17) 위의 책, 제1권 2장, 1252b27 이하 참조.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가 본성적으로 존재한다는 

점과 인간은 본성상 국가를 이루는 동물이라는(physei politikon zoon) 점이 분명하다”(1253a2-3)고 
함으로써 국가의 구성을 인간의 본성과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다. 

18)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과두정은 소수가 지배하는 체제로 귀족정이 타락한 정체이며, 민주정은 다
수가 지배하는 금권정 혹은 제헌정이 타락한 것으로 시민들이 각자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서로를 통
치하는 제도이다.

19) 『정치학』 III 6, 1279a17-19, III 12, III 13.
20) 위의 책, II 4, 1262b5-10; 『니코마코스 윤리학』 VIII 1, 1155a23-28.
21) 위의 책, III 3, 1276b1-2, III 9, 1280b7-10, VII 8, 1328a35-36.
22) 『니코마코스 윤리학』 V 1, 1129b17: “우리는 […] 정치적 공동체를 위해 행복과 행복의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보전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라고 말한다.” Cf. 같은 책, VIII 9, 1160a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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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좋은 일이며 이를 통해 그는 또한 다른 시민들과 국가 전체의 좋음을 증진하려는 소망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성향은 어떤 사람이 국가의 목적을 공유하는지를 구별하는 또 하나
의 기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두 기준을 합쳐서, 각 시민이 덕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최선
의 삶에 참여할 뿐 아니라 동료 시민들이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려는 성향을 나타낸다면 그것
은 그 국가의 시민들이 ‘최선의 삶을 살기’라는 공통의 목적을 공유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4. 시민의 우애와 호모노이아

  사람들이 국가를 구성하려고 한다는 것은 국가를 하나의 통일체로서 추구한다는 것이다. 그
렇다면 그 시민들이 단일한 목적을 공유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니코마코
스 윤리학』에 나타나는 “시민들 간의 마음의 일치”라는 표현이 주목된다.

이러한 마음의 일치(homonoia)는 훌륭한 사람들에게 존재한다. 이들은 말하자면 동일한 지반 위에 
머무르기에, 자기 자신과 마음의 일치를 이룰 뿐 아니라 서로 간에 마음의 일치를 이루기 때문이다. 
[…] 그들은 정의로운 것들과 유익한 것들을 바라며 공동으로 이것들을 추구한다. 반면에 열등한 자
들은 아주 잠깐 동안만 친구가 되는 것처럼 잠시 동안만 마음의 일치를 볼 수 있는데, 수고나 공적
인 부조에 있어서는 더 적은 몫을 부담하면서 이익이 되는 것들에 있어서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쓰기 때문이다. 각자가 자신들이 이러하기를 바라므로 옆 사람들을 감시하고 방해한다. 공동의 것
은 돌보지 않으면 망가진다. 자신들은 정의로운 것을 하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 서로에게 그것을 강
제하고 있으니 결국 이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분열이다.23)

국가 안에서 다양한 시민들이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자신에게 이로운 삶을 영위하는 것은 자
연스러운 일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서 덕을 갖춘 훌륭한 사람들이 우애로써 지속적인 마
음의 일치를 이룬다고 했다. 즉, 덕 교육이 시민들 간에 마음의 일치를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덕 교육은 사회적인 우애(philia)라고 할 수 있는 시민들 간의 조화, 혹은 상호 선의
와 협력을 증진한다.
  여기서 이 ‘마음의 일치’ 혹은 ‘사회적인 우애’는 시민 간의 신뢰뿐 아니라 평등과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읽을 수 있다.24) 왜냐하면 마음의 일치란 서로 간에 불평등이 없다는 점을 확
인하는 것이므로, 국가 안에서 역할은 다를지라도 시민 각자가 동등한 자격으로 공동의 일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민들 간의 평등이라는 문제에서 덕은 중요하
다.25) 덕이 결여된 상태에서는 부정이 일어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시민 간의 우애는 약화
될 것이다. 그것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신뢰의 유일한 안정적 토대는 덕에 대한 상호 인
정”이라고 말하는 것이다.26) 이렇게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우애에 대한 논의에서 신뢰와 덕
은 함께하는데, 이 점은 참주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신의로써 결속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시민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이 겨냥하는 것도 바로 이 유익이며, 사람들은 또 정의를 공통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다.”

23) 『니코마코스 윤리학』 IX 6, 1167b5-15.
24) 『정치학』 VII 8, 1328a35-36; 『니코마코스 윤리학』 VIII 5, 1158a1; VIII 7, 1159a4-5.
25) 위의 책, II 7, 1266b26-32: “입법자는 재산의 평준화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재산의 적정 규모를 책

정해야 한다. 그러나 모두를 위해 재산의 적정 규모를 책정한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실익이 없다. 재
산의 평준화보다는 욕구(epithymia)의 평준화가 더 필요한데, 욕구의 평준화는 적절한 교육을 받도록 
법이 배려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26) 『니코마코스 윤리학』 VIII 4, 1157a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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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간에 불신과 분란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정치학』의 언급에서도 확인된다.27) 그러므로 덕 
교육은 시민들 간의 신뢰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더구나 ‘동등한 자들의 
공동체’인 국가를 구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평등을 촉진할 수 있다. 따라서 덕 교육은 이런 
방식으로 국가의 통일성에 이바지할 것이다.
  한편, 『수사학』 제2권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통념(doxa)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는 연사가 
덕을 교육받으면 청중들에게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하고 있
다.28) 여기서 덕의 소유 여부는 우리가 좋아하고 신뢰하게 되는 사람들을 선택할 때 기준이 
된다.29)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구절에서 덕 교육을 지적인 덕의 습득뿐 아니라, 타인에게 친근
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성격적인 특색을 갖추게 함으로써 시민 간의 우애를 증진하는 것으로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덕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
다. “사람들은 자유롭고 용감하고 정의로운 이들을, 또 절제 있는 이들을 존경한다. […] 우리
가 그들과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덕에 있어서 훌륭한 이들이며(agathoi kat’ 
aretēn), 평판이 좋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는 이들은 마음씨 착한 사람들이
며, […] 이웃에 대한 태도가 훌륭한 사람들이다.”30)

  여기까지 국가의 정의와 최선의 삶이라는 국가의 목표, 그리고 시민에 대한 덕 교육을 통한 
개인적 행복과 사회적 우애의 증진 등,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는 상당히 분명하게 정리된다. 
그러나 국가의 통일성과 공통의 목적에 대한 논의가 남아 있다. 어떻게 교육이 국가를 하나의 
통일체로 묶어주는가? 국가의 공통 목적을 위해 왜 교육은 공적이어야 하는가?
 
5. 우애의 산물인 국가 공동체

  위의 물음들에 답하기 위해서는 『정치학』 제3권 9장으로 되돌아가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국
가의 본질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한 구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국가란 그 구성원의 가족들과 씨족들이 잘 살(eu zen) 수 있게 해주기 위한 공동체(koinōnia)이며, 
그 목적은 완전하고 자족적인 삶이다. 그런 공동체는 같은 곳에 살며 서로 혼인하는 자들 사이에서
만 형성될 수 있다. 그래서 국가에는 친인척 관계와 씨족 연맹과 축제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오락
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애(philia)의 산물이다. 함께 살겠다는 의지야말로 다름 
아닌 우애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목적은 훌륭한 삶이며, 앞서 말한 것들은 이 목적을 위한 수단이
다. 국가는 완전하고 자족적인 삶을 위한 씨족들과 마을들의 공동체다.31)

이 구절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학』 제1권 2장에서 국가의 기원과 형성에 대해 말한 것을 
상기시킨다. 거기서 국가는 필요에 의해 형성된 작은 모임이 점점 커지면서 자족성이 증가하
는 방식으로 연속되는 사회적 결합체들의 위계에서 최상위의 공동체로서 완전한 자급자족
(autarkeia)이라는 최고 단계에 있다.32) 각 단계는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모인 공동체로 이전 
단계보다 더 자족적이며, 그런 의미에서 각각은 자연스럽다. 처음 사람들의 결합은 서로가 끌

27) 『정치학』 V 11, 1314a19-21, 1313b16-18, 1314a17-18.
28) 『수사학』 II 4, 1381b20-31 참조. 
29) 위의 책, II 4, 1381a19-28.
30) 위의 책, II 4, 1381a20-b9에서 참조.
31) 『정치학』 III 9, 1280b32-1281a2.
32) 위의 책, I 2, 특히 1252b27-1253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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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서 일어난 것이며 이것은 그들이 공유하는 언어(logos)의 능력에 의해서 가능했다. 위계의 
정점에 있는 국가는 마을과 씨족들의 통합으로부터 생겨났으며, 이것들은 다시 개별적인 가정
들이 모여서 형성된 것이다.33) 그러므로 가정과 마을과 씨족들의 결집이 모두 자연스러우며 
위계의 정점에 있는 국가가 또한 자연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처럼 가정과 씨족과 마을들을 국가 안에 존재하는 여러 단계의 자연적
인 사회적 결합체들로서 이들 간의 협력이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의 공동 이익을 추구한다고 
보았다. 반면에, 그는 가난한 자들이나 부자들 혹은 기타 사회경제적 계급들은 자연스러운 것
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이들 간의 협력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는다. 아마도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적인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국가는 그러한 계층 분열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
으로 보인다. 즉, 『정치학』 제7권과 8권에 묘사된 자연적인 혹은 ‘이상적인’ 국가에서, 시민들
이 충분히 덕을 교육받고 수행한다면 부유한 자들도 가난한 자들도 부에 있어서의 중용으로 
수렴할 것이고, 결국 극단의 부자도 가난한 자도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안에서의 분열과 투쟁을 회피하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심이 정
체의 통일성에 대한 그의 관심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34) 이것은 한 국가의 여러 부분들이 
공통의 관심사를 위해, 즉 모두를 위한 최선의 삶이라는 국가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마음의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다른 말로 ‘정치적 우애’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성
취된다면 국가 안에는 더 이상 전체 공동체로부터 어떤 시민이라도 배제되는 구분은 남아 있
지 않게 될 것이다. 
  사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과 『정치학』에서 줄곧 이 정치적 우애에 주목하
며, 이를 통해 시민들이 이기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서 전체를 위한 공적
인 관계를 구축해나가기를 강조하고 있다. 덕과 선의 혹은 애정과 같이 시민들이 서로 친해질 
수 있는 내적인 요인들은 모임이나 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구성원들 사이에 친근감이 확산되도
록 하기도 한다. 그러나 확산의 정도는 그 구성원들이나 참가자들 간의 이질성과 공통성의 정
도에 의존할 것이다. 그런데, 다양한 집단들 간의 공통성은 공동의 종교의식을 통해,35) 공동 
식사(syssitia)를 통해,36) 그리고 특히 모든 시민이 공유하는 공동 교육을 통해 제고될 수 있
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의 제도화는 입법가가 국가의 통일성을 증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6. 시민 소통과 교육 공동체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 제2권 5장에서 한 국가는 “교육에 의해 공동체가 되고 통일체
가 되어야 한다”37)고 말하면서 공동 식사를 언급하고 있다. 다른 자리에서도 그는 가난한 이
들이 이러한 공동 식사와 공동 종교의식에 참가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제안한
다.38)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은 이러한 제도들이 저절로 모든 시민을 포함하는 형태로 존재하
지는 않을 것이며 정치가가 이것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지도자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민들을 서로가 서로를 

33) 위의 책, I 2, 특히 1252b15 이하, 1253a7 이하.
34) 『니코마코스 윤리학』 VIII 1, 1155a21-26, IX 6, 1167b5-15. 
35) 『정치학』 III 9, 1280b37, VII 8, 1328b11-12, VII 10, 1330a9-10.
36) 위의 책, II 5, 1263b37-1264a1, II 9, 1271a27-35, VII 10, 1330a3-23.
37) 위의 책, II 5, 1263b36-37.
38) 위의 책, II 9, 1271a27-35, 특히 VII 10, 1330a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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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하도록 갈라놓는 참주정의 일종을 묘사하면서, 참주들이 공동 식사, 공동 모임들, 공동 교
육과 같은 것들을 회피한다고 언급함으로써39) 저러한 수단들이 서로를 결집하고 통일하는 기
능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또 사람들을 서로 더 비슷하게 만드는 공동 양육이 우애에 
크게 기여한다고 말한다.40) 그래서 모든 시민들을 도덕적으로 만들지 않고서도 공동 교육이라
는 제도가 친근감을 낳는 성격적인 유사성을 제고함으로써 선의와 사회적 통일성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아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 배우는 공동 교육은 각 학교에 모든 부류의 아이들을 함께 섞어놓
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시민들의 공감대와 우애의 영역을 넓힘으로써 그들이 국가의 공통 목
적을 더 쉽게 채택해주리라는 기대를 낳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서로 모르고 지냈을 국가의 서
로 다른 계층의 사람들을 서로 알게 하고 친구가 되게 하기 때문이다. 공동 교육은 이렇게 교
육 내용 이전에 그것이 주는 아이들 간의 친숙함으로 인해 각각의 아이가 동료 시민들과의 교
재의 폭을 넓히고 기꺼이 그들의 좋음을 증진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람들이 다양한 그룹에서 구성원의 신분이 겹치게 되면 친근감이 한 그룹에서 다른 그룹으
로 확산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친근감이 전파되는 방식에 따른다면, 누구라도 
자기가 속하지는 않지만 친구가 속해 있는 모임에 참가하게 되면 그 일원들에 대해 선의를 가
지는 경향이 있다. 또 누군가가 다른 마을의 일원들과 함께 공동의 제전에 참가하게 되면 그
는 그 마을의 다른 사람들에도 선의를 느끼는 경향을 나타낸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것
처럼,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람을 어떤 사람은 ‘내 아들’이라고 부르고 다른 사람은 ‘내 형제’
나 ‘내 사촌’이라고 부르며, 또 다른 사람은 혈연이나 결혼 관계에 의해서 ‘내 친척’이라고 부
른다. […] ‘내 일가’ 또는 ‘내 일족’이라고 부른다.”41)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플라톤에 반대해
서, 국가의 통일성은 가족적인 결속인자를 배제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결속인자
와 또 그와 유사한 다른 것들을 통해서 사회적 연계를 전파해 나가는 데서 온다는 것이다.42)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선의가 국가 전체에 널리 전파될 수 있다고 주장하
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개인적인 관계들을 통해 선의를 전파하는 것과 시민에게 적합한 덕목과 선
의를 교육하는 것은 둘 다 중요한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에서 이 둘은 상호의존적인 것으
로 보인다. 개인적인 관계를 통한 선의의 전파는 타인의 좋음에 무관심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리 멀리 가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공동으로 양육되고 훈련을 받아서 사람들이 서로 더 비
슷해지고 친숙해진다 하더라도, 타인을 배려하는 선의의 교육이 없이는 바람직한 사회 통일 
효과는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또 공동의 경험들은 교육에 의해서 덕이 갖춰지고 훈련되어 있
지 않으면 바람직한 공통의 목적을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개별적인 덕성은 그 표현이 들어 있는 행위들, 예컨대 정의로운 행위, 절제 있는 행
위들을 실제로 행함으로써 얻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43) 실제로 친근한 접촉이 시도되고 우애
가 구축되어야만 덕의 훈련이 깊이 있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람은 다른 사람들
과의 관계 속에서 훈련하지 않고서는 덕을 획득하거나 유지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들과 친근

39) 위의 책, V 11, 1313b1-2.
40) 『니코마코스 윤리학』 VIII 12, 1161b34-35.
41) 『정치학』 II 3, 1262a9-13. 
42) 이런 맥락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바로 앞의 인용문 끝에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이고 있다. “플라톤

의 구상대로 [모두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는 누군가의 실제 사촌이 되는 편이 더 나을 것이
다.”(1262a14)

43) 『니코마코스 윤리학』 II 3, 1105a13-17; II 4, 1105a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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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계를 구축하지 않고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 덕들을 행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런 맥
락에서 공통의 목적으로 최선의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통일되고 정의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내
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불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학』 제7권 10장에서 모든 시민에게 개방되는 종교의식과 공동 식사
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공적인 비용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그가 이런 문제들
에 대해 광범위한 공적인 통제를 허용한다는 것을 나타낸다.44) 다른 구절에서도 그는 다양한 
사회적 그룹들의 구성원들에 대한 직접적인 정치적 통제를 지지하고 있다. 즉, 『정치학』 제6
권에서 그는 어떻게 민주정을 수립하고 발전시킬 것인가를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새로운 부족들과 씨족들이 많이 생겨나야 한다. 즉 다수의 사적인 종교 의식을 제한하고 소수의 공
적인 종교의식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모든 시민이 가능
한 한 서로 섞이며 이전의 관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45) 

아리스토텔레스는 사회 안에서 사적인 결합들이 자연스럽고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이 
구절에서 그는 그것들이 원래 상태로 있기보다 시민들이 가능한 한 더 많은 관계를 맺음으로
써 사적 관계가 사회적 관계로 승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보여준다. 즉 그는 시민들
이 가족, 친구, 지역민 등의 개인적인 관계에 머물지 말고 서로 간에 새로운, 더 공적인 사회
적 관계를 맺을 것을 권장하고 있는 것이다.

7. 나가는 말
 
  위의 논의로 볼 때 아리스토텔레스는 입법가가 체제의 통일성을 증진하고 시민들이 국가의 
공통 목적을 공유하도록 촉진하는 수단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덕
과 신뢰, 선의를 갖추고, 국가의 목적인 ‘좋은 삶’의 방식에 참여하도록 해주는 교육이다. 둘
째, 시민 간의 접촉을 장려하고 공동의 욕구를 배려하도록 해주는 제도로서 공동수업, 공동의
식 등의 조치들이다. 셋째, 사회 여러 부문의 사적인 결속들을 규제하고 공적인 단위의 결합
을 장려하는 사회통합 정책들이다.
  이 가운데 앞의 둘은 교육의 영역에 속한다.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공동의 목적을 추구
하여 통일된 국가를 이룰 수 있는 수단으로 제시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교육과 관련된 것들임
을 알 수 있다. 적어도 이 교육적인 수단들은 동시에 국가의 통일성 확보에도 불가결한 것인
데, 왜냐하면 교육과 습관화를 통해서만 선의의 품성과 덕의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
다. 위의 세 번째 수단은 국가가 시민들로 하여금 사적인 관계를 넘어서 다양한 공적인 결합
을 장려함으로써 ‘사회적인 우애’를 증진하기 위한 조처라고 할 수 있다.46)

44) 『정치학』 VII 10, 1330a3-14.
45) 『정치학』 VI 4, 1319b23-27.
46) 아리스토텔레스는 “philia”(우애)라는 개인적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를 사회적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했는데, 이때 우애는 이기적인 차원을 넘어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개념이 된
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애에 관한 연구로는 A. W. Price(1989), P. Schollmeier(1994), S. 
Stern-Gillet(199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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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윤락 교수의 논문에 대한 논평 

송 대 현(인천대학교)  

 

1. 손윤락 교수는 본 논문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하는 시민들의 소통 조건을 검토하고 있다. 그 

조건은 philia 와 homonoia 다. 손 교수는 전자를 ‘사회적 우애’로, 후자를 ‘한마음’으로 이해한다. 이 둘 

개념을 주제화하고 해명하기 위해서 손 교수가 택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은 <니코마코스 윤리학> 8-

9권, <정치학> 7-8권이다(물론 다른 부분, 다른 저작도 폭넓게 언급한다).  

 

2. <니코마코스 윤리학> 8-9 권은 우애를 다룬다. 이 저작은 총 10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사회적 관계의 탁월성인 우애를 다루기 위해 어떤 이유로 두 권 분량이 할당되었는지 하는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philia라는 개념이 사회적 소통, 더 나아가 폴리스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조건일 수 있다는 

주장이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 해명이 필요할 듯하다. 사실 philia 는 우리말 우정이나 우애보다, 영어 

friendship 보다 더 넓은 의미 범위를 갖는다는 것이 흔히 언급되곤 한다. 예를 들면 이익으로 연결된 

상인과 구매자, 도매상과 소매상 간의 관계도 philia 로 칭해지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만약 탁월한 

사람들 간의 philia 만을 완전한 philia 로 간주하고 이것을 교육에 의해서 함양하려고 한다면, 시민들의 

소통 조건으로서 philia는 과도하게 그 범위가 축소될 수밖에 없을 듯하다.  

 

3. 손윤락 교수는 논문의 후반부에서 교육이 국가를 하나의 통일체로 만들고, 이것의 토대를 시민들 

간의 philia 에서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가를 통일성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의 폴리스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것을 주장했던 플라톤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비판(<정치학>, 2 권 2 장, 5 장)을 그대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만약 플라톤 방식의 통일성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통일성’에 대하여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이와 관련해서 본 논문 6 장에서 

손 교수는 간략히 제시한다). 또한 국가의 통일성을 위해서 덕 교육, 덕목 교육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지난 날 한국 사회의 도덕과 윤리 교육(3, 4 차 교과과정)을 연상시킨다. 이런 교육은 국가 

이데올로기, 교화와 주입식 교육으로 소급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공교육을 

착상한 것인지 더 전개된 논의가 있어야 할 듯하다.  

 

4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를 다양한 성향을 가진 구성원 들의 집합체로 보는 까닭에 ‘마음의 

일치’(homonoia)을 보증해주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간의 우애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하여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 9 권 6 장에서 '마음의 일치는 우애의 태도나 

감정'(1067a22)이라는 점을 밝힌다. 이런 말들을 종합하면, 우애가 개입하지 않는다면 homonoia, 즉 

시민들 간에 의견의 사회적 일치는 이해관계의 적정선 합의나 유명무실한 사이비 의견 통일에 불과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애가 homonoia 를 보증해주기 위한 조건인 것 같다. 이런 우애는 

즐거움이나 이익을 위한 우애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되면 앞서 언급했듯이 과도하게 좁은 

우애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지점으로 내몰리게 된다. (본 논문 4 장 인용구, 즉 <니코마코스 윤리학> 

9권 6장, 1167b5-15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마음의 일치를 탁월한 사람들 간에 성립하는 것으로 말한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런 마음의 일치를 자기 자신과 마음의 일치를 기본으로 한 다음 타인과 마음의 

일치를 이루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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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의� 원천에서� 정쟁의� 도구가� 된� 로마시민권

-키케로,� 「아르키아스� 변론」(기원전� 62년)을� 중심으로�

2019.5.25.토.� 수사학회� 발표문

2019.� 5.� 20.� 월.� 작성중

김덕수

1.� 서론�

2.� 로마시민권의� 차등화

3.� 아르키아스� 변론의� 배경

4.� 아르키아스� 변론의� 근거와� 의미

5.� 결론

1.� 서론�

“인간은� 폴리스적� 동물”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는� 국가(폴리스)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것

을� 인간다움의� 기준으로� 보는� 그리스인들의� 독특한� 사유가� 들어있다.� 자유,� 자치,� 자급자족을� 목

표로� 하는� 폴리스의� 번영과� 발전은�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 시민들의� 참여에� 의해� 가능했고,� 오

직� 그들만이� 폴리스의� 정치에� 참여한� 권리와� 의무가� 있었다.� 시민권은� 국가� 공동체의� 주인으로서�

정치� 사회� 문화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주어지는� 중요한� 권한이었다.� 그렇다보니� 국가�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권한을� 의미하는� 시민권은� 일종의� 특권으로서� 폐쇄적으로� 운영되

었다.�

시민권의� 개방이� 국가� 운영에� 참여하는� 새로운� 외부� 인력의� 확충을� 뜻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보면� 이는� 부양하고� 보호할� 대상이� 늘어난다

는� 것을� 뜻했다.� 즉� 외부인에게� 시민권을� 주면� 국가는� 그에게� 시민으로서의� 여러� 권한을� 보장해�

주어야했고,� 그것은� 결국� ‘제로� 섬’� 게임으로써� 파이를� 나누어가질� 권리를� 가진� 사람을� 늘이는� 것

을� 뜻했다.� 그리되면� 기존의� 시민� 입장에서는� 자기� 몫의� 일부를� 내놓을� 수밖에� 없고,� 이는� 내부

에� 있는� 시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따라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나라들에

서는� 외국인의� 국내� 유입과� 정착,� 그리고� 시민권� 획득을�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었다.� �

시민권� 문제에서� 로마인의� 개방성과� 수용성은� 로마� 문명의� 특성으로� 인정되고� 있다.� 민주정의�

전성기였던� 페리클레스� 시대에� 아테네가� 시민권을� 폐쇄적으로� 운영한� 점에� 비추어� 볼� 때1)� 로마

공화국의� 개방적인� 태도는� 지중해� 세계로� 팽창하여�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원인� 중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2)� 로마는� 기원전� 1세기� 초반� 동맹국� 전쟁� 이후� 이탈리아� 동맹국� 시민들에

게� 시민권을� 개방했고,� 기원전� 49년에는� 갈리아� 키살피나� 속주,� 즉� 알프스� 이남부터� 포� 강� 이북

에� 사는� 거주민들에게까지� 시민권을� 줌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이탈리아� 반도� 내� 모든� 자유인들을�

1) 아리스토텔레스, 『아테네인의 국제』, 26,4. “안디도토스가 아르콘으로 재직할 때(기원전 451/450) 시
민수를 조정하고자 페리클레스의 제안에 따라 양친이 시민이 아니면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결정
하였다.” 이 원칙은 아리스토텔레스(384-322 BC)가 활동한 기원전 4세기에도 지켜졌다. “현재 국법
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부모 모두가 시민인 자는 시민단에 속한다. 그리고 그들이 18세기 되면 데
모스 성원으로 이름을 올린다.....”  아리스토텔레스, 『아테네인의 국제』, 42,1.

2) 로마인들은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자식의 법적 지위를 규정한 가부장 사회였다. 로마시민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는, 아버지만 시민이면, 태어나면서 로마시민의 지위(Civitas Romana)를 가졌다. 반면에 
외국인 아버지와 로마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은 아버지의 신분적 지위를 따랐기 때문에 외국
인이었다. Adolf Berger, Encyclopedic Dictionary of Roman law, 2014년 판, p. 380 Civitas 
Romana 항목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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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공화국의� 일원으로� 받아들였다.� 로마공화국이� 현대� 이탈리아� 공화국과� 마찬가지로� 로마시민

권을� 통해� 하나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국가가� 되었고,� 그� 점에서� 로마의� 시민권� 정책이� 상당히�

개방적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로마국가의� 외부인,� 외국인에게� 대한� 시민권� 개방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던�

것은� 아니다.� 기원전� 1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시민권은� 로마시민권,� 라틴시민권,� 이탈리아� 동맹국�

시민권으로� 권리에� 있어서� 차등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따라서� 기원전� 1세기� 중엽� 이탈리아� 반도�

내의� 모든� 자유인이� 완전한�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되는� 것은� 로마가� 직면했던� 대내외적� 갈등과� 위

기의� 산물이었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로마� 시민권이� 어떻게� 구분되었는지,� 그리고� 기원

전� 1세기� 중엽에� 그리스인� 아스키아스의� 시민권은� 왜� 정치적� 쟁점이� 되었는지� 규명해� 보고자� 한

다.� �

2.� 로마시민권의� 차등화

1)� 로마시민,� 라틴시민,� 동맹국시민

라티움� 지방의� 북서쪽� 한� 귀퉁이에서� 건국된� 로마가� 주변지역으로� 팽창해� 가면서� 라티움� 지역

에� 산재한� 도시국가들과의� 충돌은� 불가피했다.� 결국� 로마국가� 밖에� 있었던� 외부� 세력은� 전쟁� 또

는� 협정을� 통해� 로마공화국� 내에� 통합되었고� 이들의� 법적� 지위는� 로마와의� 통합� 전� 대립/대항의�

정도에� 따라� 차등해서� 주어졌다.� 로마법의� 보호를� 받는� 로마시민(Civus� Romanus)은� ‘최상의� 권

리를� 가진� 로마시민’(Civus� Romanus� optimo� iure)과� ‘최상의� 권리를� 가지지� 못한� 로마시민’�

(Civus� Romanus� non� optimo� iure)로� 나뉘었다.� 전자는� 투표권(ius� suffragiorum),� 공직� 피선

거권(ius� honorum),� 영업권(ius� commercii),� 혼인권(ius� conubii)� 등� 공적� 사적� 분야에서� 시민

으로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후자는� 투표권이나� 피선거권� 등� 공적� 권한을� 제외한�

영업권,� 혼인권� 등의� 권한만을� 가졌다.�

로마� 시민권보다� 한� 단계� 낮은� 것은� 라틴� 시민권이었다.� 로마가� 라티움� 지방에서� 세력을� 확장

하면서� 라티움� 지방의� 연합체,� 즉� 라틴� 연맹에� 속했던� 나라의� 시민들에게� 부여했던� 라틴� 시민권

은� 시간이� 지나면서� 라티움이라는� 지역을� 넘어서� 이탈리아� 반도의� 다른� 국가의� 시민� 일부에게도�

일종의� 특권으로� 부여되었는데,� 그� 안에는� � 로마시� 이주권(ius� migrationis)과� 경제활동을� 가능

케하는� 영업권(ius� commercii)이� 포함되었다.

라티움� 지방의� 소도시였던� 로마가� 라티움� 지방의� 패권을� 장악한� 뒤� 이탈리아� 남부와� 북부로�

팽창해� 가는� 과정은� 물론� 순조롭지� 못해� 여러� 차례� 전쟁을� 치러야했다.� 이� 과정에서� 정복한� 이

탈리아� 반도의� 여러� 도시들에� 대해서� 로마는� 직접� 지배방식� 보다는� 각� 국가마다� 조약을� 맺어� 자

치와� 함께� 법적� 권리를� 차등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이탈리아)� 동맹국이라는� 개념이� 탄생했다.� 3)

이탈리아� 동맹국은� 자치와� 일정� 정도의� 법적� 권리를� 인정받는� 대신� 로마가� 전쟁에� 나갈� 경우�

징집대상이� 되어서� 병력을� 제공해야했다.� 처음에는� 패전국으로서� 직접지배에서� 벗어난� 것에� 대한�

징집대상이� 된� 것을� 수용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기원전� 2세기� 중엽� 로마가� 지중해� 제국으로� 성

장하면서� 전쟁이� 빈번해지고� 장기화되자� 동맹국시민들의� 불만은� 고조되면서� 로마� 시민권을� 요구

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동맹국� 시민들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로마시민� 내에도� 로마� 시민군의�

다수를� 점하던� 평민(농민)이� 전쟁의� 장기화로� 농업활동이� 불가능해지고� 이른바� 중소자영농층이�

3) 로마와 이탈리아 동맹국의 관계에 대해서는 김창성 지음, 『로마공화국과 이탈리아 도시』, 메이데이, 
2010, 특히 2부 공화국과 이탈리아 동맹국(93-209쪽)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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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락하면서� 로마� 사회는� 큰� 위기에� 봉착했고� 호민관이었던� 그라쿠스� 형제(기원전� 133년� 티베리

우스� 그라쿠스,� 기원전� 123년의� 가이우스� 그라쿠스)는� 로마� 평민의� 문제,� 더� 나아가� 이탈리아�

동맹국� 시민들의� 요구를� 해결하는� 것이� 지중해� 제국으로� 성장한� 로마의� 과제임을� 깨닫고� 개혁입

법을� 통해� 당대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했다.� 개혁운동의� 내용� 중에는� 농지법,� 곡물법� 등�

로마� 평민의� 지위를� 개선하려는� 내용이� 주류를� 형성했지만� 가이우스� 그라쿠스처럼� 동맹국� 시민

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들어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운동은� 로마원로원의� 주류였던� 보수적인� 귀족들의� 반대로� 성공하지� 못했고�

특히� 동맹국� 시민들에게� 로마시민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원로원� 귀족뿐만� 아니라� 평민들의� 지지

도� 받지� 못해� 기원전� 121년에� 가이우스� 그라쿠스의� 자살과� 개혁파� 3천명?의� 처형으로� 개혁운동

이� 실패로� 돌아가는� 한� 요인이� 되기도� 했다.� � � � � � �

같은� 문제의식에� 의해� 제안된� 기원전� 91년� 호민관� 리비우스� 드루수스가� 가이우스� 그라쿠스의�

뒤를� 이어� 다시� 동맹국� 시민들에게� 시민권의� 개방을� 역설하다가� 역시� 강한� 반대에� 부딪히고� 그�

살해당했다.� 이처럼� 시민권� 개방� 문제는� 로마� 시민단� 내에� 강력한� 반발을� 샀고,� 이로� 인해� 로마

는� 기원전� 91년부터� 88년까지� 동맹국들이� 로마를� 상대로� 해서� 무기를� 든� 전쟁,� 즉� 동맹국� 전쟁

(Bellum� Socii,� Social� war)을� 치러야했다.4)�

2)� 정치적� 쟁점이� 된� 시민권� 이슈

로마는� 전쟁� 중에� 동맹국들의� 단합을� 깨뜨리기� 위해� 일련의� 회유책을� 제시했다.� 기원전� 90년

에� � 콘술� 율리우스는� 〈라틴� 시민권에� 대한� 율리우스� 법〉(Lex� Iulia� de� Civitate� Latinis� Danda)

을� 통해� 로마에� 적대� 행위만� 하지� 않는� 모든� 라틴인들과� 즉시� 무기를� 내려놓는� 이탈리아� 인들에

게� 로마시민권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기원전� 89년에� 호민관� 플라우티우스와� 파피리우스

가� 제안한� 〈동맹국� 시민권에� 대한� 플라우티우스� 파피리우스� 법〉(Lex� Plautia� Papiria� de�

Civitate� Sociis� Danda)는� 동맹국� 시민으로서� 로마에� 상주� 거주지를� 가지고� 있고,� 이� 법률� 통과�

후� 60일� 이내에� 프라이토르� 앞에� 신고하면� 시민권을� 주는� 것으로� 시민권� 수여� 조건을� 분명히� 했

다.� 또한� 같은� 해의� 콘술이면서� 대폼페이우스의� 아버지� 폼페이우스� 스트라보가� 제안한� 폼페이우

스법(Lex� Pompeia)은� 포강� 남쪽에� 사는� 갈리아� 키살피나인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그리고� 포강�

이북에� 사는� 자들에게는� 라틴시민권을� 약속했다.� 이처럼� 동맹국� 시민들의� 전쟁의� 명분을� 제거하

고� 로마에� 대한� 적대감의�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함으로써� 동맹국들의� 단합은� 깨지고� 전쟁은� 로

마의� 승리로� 끝났다.� 결국� 로마인들은� 전쟁이라는� 댓가를� 지불하고� 나서야� 동맹국들� 전체에게� 로

마시민권을� 부여하는� 뼈아픈� 조치를� 취한� 셈이� 되었다.�

그러나� 동맹국� 전쟁� 이후에도� 옵티마테스와� 포룰라레스� 사이의� 권력투쟁은� 계속되어서� 마리우

스와� 술라,�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 등� 군인정치가들은� 상대를� 제거하기� 위해� 로마군대를� 내전으

로� 내몰았다.� 여전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동맹국� 시민들의� 로마� 시민권� 부여� 문제는� 논란이� 되었

다.� 그리고� 기원전� 65년에는� 외국인에� 대한� 파피리우스� 법(Lex� Papia� de� Peregrinis)가� 제정되

어� 불법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외국인들을� 조사해서� 추방하는� 조치가� 내려졌다.� 이� 법은� 정치지

도자들� 간에� 정적을� 공격하는� 빌미로� 작용했고,� 특히� 상대편에� 우호적인� 외국인이나� 동맹국� 시민

을� 타켓으로� 해서� 시민권� 박탈이나� 추방의� 수단이� 되었다.� 그� 한� 사례가� 기원전� 62년의� 아르키

아스� 사건과� 키케로의� 『아르키우스� 변론』� (Pro� Archia)이다.�

4) 동맹국 전쟁의 배경에 대해서는 허승일, 『로마사입문』-공화정편-, 서울대 출판부, 1993, 제16장 리비
우스 드루수스의 시민권 확대정책과 동맹국 전쟁(135-1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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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키케로의� 아르키아스� 변론의� 배경

1)� 아르키아스는� 누구인가?� 왜� 피고가� 되었는가?

기원전� 120년� 경� 시리아의� 안티오키아에서� 태어난� 그리스인� 아르키아스는� 기원전� 102년에�

로마로� 와서� 시인으로� 활동했다.5)� 그는� 여러� 로마� 귀족들의� 도움을� 받았는데,� 특히� 그의� 시적�

재능에� 알아본� 루쿨루스� 장군(기원전� 118-56)이� 그를� 신임해서� 후원자� 되었다.� 루쿨루스는� 당대

의� 어떤� 로마� 귀족보다도�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도록� 교육받아� 연설에서�

재능을� 나타냈다.6)� 따라서� 그리스� 출신� 시인� 아르키아스에� 대한� 루쿨루스의� 호감이� 남달랐을� 것

이다.� 아르키아스는� 루쿨루스의� 정치� 군사적� 활동에� 동행하면서� 그의� 군사적� 공적을� 찬양하는� 시

들을� 썼고,� 아르키아스의� 보호자로서� 루쿨루스는� 기원전� 93년에� 아르키아스가�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헤라클레이아� 시민권을� 얻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로� 인해� 아르키아스는� 동맹국� 전쟁(기원전�

90-88)이� 끝난� 뒤에� 제정된� 일련의� 법들에� 근거해서� 로마시민권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러나� 기원전� 62년� 경에� 아르키아스는� 로마시민권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죄목으로� 고발당했고,�

고발당한� 아르키아스를� 위해� 키케로가� 한� 법정연설이� 『아르키아스� 변론』� (Pro� Archia)이다.�

2)� 고발자� 그라티아스의� 배후,� 폼페이우스� 세력�

아르키아스를� 고발해서� 법정에� 세운� 인물은� 그라티우스(Gratius)인데,� 그에� 대해서는� 다른� 자

료에는� 전혀� 언급이� 없고,� 키케로의� 본� 변론문에서만� 두� 번� 거명되고� 있다.7)� 아마도� 그는� 정치

적으로� 전혀� 주목받을� 만한� 인물이� 아니었던� 것� 같다.� 따라서� 이� 소송� 사건이� 실상은� 그라티우

스와� 아르키아스의� 사적� 분쟁이� 아니라� 그� 고발자의� 배후에� 당대의� 정치적� 거물급들의� 정치적�

공방의� 반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키케로의� 변론문에서� 아르키아스의� 보호자로� 루

쿨루스가� 언급되고� 있고,� 루쿨루스와� 당시� 첨예하게� 대립했던� 인물이� 대품페이우스였기� 때문에�

양� 세력이� 법정에서� 충돌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여기서� 그리스인의� 시민권� 불법� 취득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 흥미롭다.� 요컨대� 이� 재판은� 그리스� 출신� 시인� 아르키아스의� 시민권� 부여� 여부를�

둘러싼� 정치적� 대립이고,� 동맹국� 전쟁� 이후에도� 시민권� 부여문제가� 잘� 마무리되지� 못했음을� 보여

주는� 사건인� 셈이다.

루쿨루스가� 폼페이우스(기원전� 106-48)의� 정적이� 된� 것은� 양자의� 정치적� 선배였던� 술라하에�

있을� 때� 그� 씨앗이� 뿌려졌다.� 두� 사람� 모두� 술라의� 부하로서� 여러� 전쟁에� 참가하여� 공을� 세운�

바� 있었는데,� 그� 중에� 폼페이우스는� 마리우스(기원전� 157-86)와� 술라(기원전� 138-78)가� 내전을�

치를� 때� 술라를� 적극� 지지했었기에� 기원전� 81년� 독재관이� 된� 술라는� 폼페이우스에게� 자기� 딸을�

주어� 사위로� 삼을� 정도로� 총애를� 했었다.8)

반면에� 폼페이우스� 보다� 12살� 연상인� 루쿨루스는� 술라와� 함께� 기원전� 91년� 동맹국� 전쟁,� 그

리고� 기원전� 88년에는� 1차� 미트리다테스� 전쟁에� 참가해서� 많은� 공을� 세운� 바� 있었다.� 그러나� 마

5) Cicero, Pro Archia Poeta, 5. 
6) Plutarchos, Lucullus, 1,3. 아리스토텔레스는 연설에서 “그리스어답게 말하는 것(Hellenismos)이 

모든 표현의 첫째”라고 강조했고, 그 영향을 받아 이후 헬레니즘시대에는 누구나 ‘그리스어답게 말할’ 
것을 문체의 기준으로, 혹은 표현의 제1덕목으로 인정했다. 키케로도 ‘라틴어답게 말하기’(latine 
dicere) 문제를 표현 논의의 첫째 항목으로 배정한다.“ 키케로 지음 안재원 편역, 『수사학 말하기의 
규칙과 체계』, 도서출판 길, 2006. p. 107, 각주 7. 이런 기준에 따르면 아마도 루쿨루스는 그리스어
와 라틴어 연설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던 것 같다. 

7) Cicero, Pro Archia, 4, 8; 6, 12. 
8) Plutarchos,� Pompeius,�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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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우스와� 술라가� 내전을� 벌일� 때� 동방에� 나가있었기� 때문에� 루쿨루스는� 두� 사람의� 내전에는� 적

극적으로� 편들기를� 하지� 않았다.

다만� 루쿨루스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기� 자신을� 수양하기� 위해� 여러� 가지� 학문을� 공부했으

며� 파란� 많은� 세월을� 보낸� 인생의� 후반기에는� 철학에서� 안식과� 평온을� 찾았다.� 그래서� 술라가�

자신의� 인생과� 공적을� 기록한� 회고록을� 쓸� 때� 그� 저술을� 루쿨루스에게� 맡길� 정도로� 그는� 문예에�

조예가� 깊었다.� 더� 나아가� 죽을� 때가� 가까워지자� 폼페이우스를� 제치고� 루쿨루스를� 자기� 아들의�

후견인으로� 결정할� 정도로� 그를� 신임했는데,� 이는� 두� 사람� 사이에� 반목과� 질투를� 증폭시켰다.� 둘�

다� 젊을� 때부터� 명예욕이� 불타고� 있었기� 때문에� 경쟁� 상대에� 대한� 미움은� 클� 수� 밖에� 없었다.9)�

술라� 사후� 로마� 정계는� 기원전� 74부터� 기원전� 63년까지� 동부� 지중해세계에서는� 폰투스� 왕� 미

트리다테스와� 로마가� 벌인� ‘대� 미트리다테스� 전쟁’(3차� 전쟁,� 기원전� 74-63)의� 지휘권을� 둘러싸

고� 또�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었다.� 이미� 기원전� 80년부터� 히스파니아에서는� 메텔루스와� 폼페이우

스가� 이끄는� 로마군대가� 세르토리우스� 전쟁(기원전� 80-73)을� 위해� 나가� 있었는데� 로마의� 동부�

지중해� 통제권이� 느슨해� 진� 틈을� 타서� 일으킨� 전쟁에서� 아시아에� 파견된�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나�

아우렐리우스� 코타� 군대가� 고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트리다테스� 전쟁은� 공을� 세울� 기회였기

때문에� 명예욕이� 강한� 장군들이� 저마다� 지휘권을� 맡으려고� 노력했다.� 기원전� 74년� 콘술� 루쿨루

스� 역시� 그러했는데,� 그는� 콘술� 임기가� 끝나면� 갈리아� 키살피나� 총독으로� 나가도록� 부임지가� 이

미� 추첨으로� 내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킬리키아� 총독� 옥타비우스가� 때마침� 죽는� 바람에� 미트리다

테스� 전쟁을� 맡을� 절호의� 찬스로� 생겼다.� 킬리키아� 속주는� 갑파도키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었기�

때문에� 미트리다테스� 전쟁을� 지휘할� 것이� 확실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루쿨루스는� 로마� 정계에� 영

향력이� 있는� 케테구스의� 도움으로� 마침내� 킬리키아� 총독직을� 맡게� 되었다.10)�

기원전� 73년에� 아시아에� 도착한� 루쿨루스는� 이듬해인� 기원전� 72년까지� 여러� 차례� 미트리다테

스� 군대에� 대승을� 거두고� 그를� 아르메니아로� 쫒아내고� 아시아� 속주를� 정상화시켰다.� 여세를� 몰아�

루쿨루스는� 기원전� 69년에� 원로원의� 승인� 없이� 아르메니아를� 공격했는데,� 이� 사건은� 루쿨루스가�

그동안� 쌓은� 전공을� 깎아먹는� 결과를� 가져왔다.� 피정복민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린� 약탈�

금지� 명령,� 가혹한� 훈련,� 그리고� 긴� 전쟁에� 지친� 그의� 병사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더� 이상�

전과를� 올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이� 지지부진해� 졌기� 때문이다.� 결국� 기원전� 66년에는� 그

가� 제일� 피하고자� 했던� 상황이� 전개되고� 말았다.� 미트리다테스� 전쟁� 지휘권이� 기원전� 66년� 호민

관� 만리우스법에� 따라� 세르토리우스� 전쟁,� 동부� 지중해의� 해적토벌� 등으로� 명성을� 얻은� 폼페이우

스에게� 넘어갔고11),� 루쿨루스는� 로마로� 쓸쓸히� 돌아와야� 했던� 것이다.�

로마에서의� 상황� 역시� 루쿨루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루쿨루스가� 로마에� 부재중� 일�

때� 폼페이우스는� 술라의� 유언을� 무시하고� 술라의� 자식들에� 대한� 후견권을� 행사했던� 것이다.� 또한�

폼페이우스가� 미트리다테스� 전쟁에� 나가� 있는� 동안에도� 로마에서� 그의� 정치적� 동맹인� 가이우스�

멤미우스가� 루쿨루스를� 방해하는� 바람에� 개선식마저� 제� 때에� 하지� 못했다.� 기원전� 63년,� 그의�

정치적� 동지였던� 키케로가� 콘술일� 때� 가까스로� 개선식을� 할� 수� 있었다.12)� 이� 일로� 루쿨루스와�

9) Plutarchos, Lucullus,� 4,4.�

10) Plutarchos, Lucullus,� 6,� 1-5.� �

11) Plutarchos, Pompeius� 30,� 1-6.� Plutarchos, Lucullus,� 35,7.�

12) 루쿨루스는 전쟁에서 얻은 막대한 전리품을 재원으로 해서 자기 집에 도서관을 지었고, 그 곳에 많
은 책들을 수집했다. 그리고 로마인 뿐만 아니라 그리스인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와서 책을 볼 수 
있게 개방했다. 그는 도서관에 나와 학자들과  토론하거나 정치에 대해 논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
다. 그는 폼페이우스의 과도한 권력욕과 오만에 반대했기 때문에 공화주의자 키케로와 정치적으로 가
까이 지냈다. 또한 학문적으로 루쿨루스가 구 아카데미아 학파를, 키케로는 신아카데미아 학파를 지
지했기 때문에 학문적 토론을 벌이기도 했으며, 키케로는 양 파의 논쟁을 다룬 ‘루쿨루스’라는 가상 
대화편을 기원전 45년 경에 쓰기도 했다. Plutarchos, Lucullus,� 42,1-4.� �



- 6 -

폼페이우스의� 반목이� 더� 깊어질� 수� 밖에� 없었다.�

이처럼� 정적들에� 의해� 힘을� 쓸� 수� 없게� 된� 루쿨루스는� 사실상� 공직을� 떠나� 사치스러운� 사생활

에� 몰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폼페이우스� 파가� 루쿨루스의� 명성에� 흠집내기� 위해�

가한� 공격이� 그가� 총애하던� 아르키아스를� 시민권� 불법� 취득자로� 고발한� 것이다.� 아르키아스의� 보

호자이자� 후원자였던� 루쿨루스� 자신이� 법정에� 참석해서� 아르키아스의� 무죄를� 무언으로� 증언하고�

있음은� 두� 세력의� 갈등이� 얼마나� 컷는� 지를� 보여준다.� �

3)� 키케로와� 아르키아스의� 관계

법정� 변론에서� 변호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재판에� 끼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재판� 초두에서� 법정에� 참석� 중인� 청중과� 특히� 이� 소송의� 심판인들에게는� 변호인

의� 유무죄를� 가리는� 데� 결정적일� 수� 있다.� 키케로는� 기원전� 63년에� 콘술로서� 카틸리나� 음모를�

적발하여� 국가를� 위기에서� 구한� 공으로� 국부라는� 명예� 칭호를� 받은� 바� 있었다.� 그런� 키케로가�

기원전� 62년에� 그리스� 출신� 시인� 아르키아스의� 변론자로서� 법정에서� 행한� 모두� 발언이� 의미� 심

장하다.�

심판인� 여러분!� 만일� 저에게,� 저� 자신이� 얼마나� 보잘� 것� 없는� 지를� 알아차릴� 만한� 어떤� 재능이� 있

다면,� 혹은� 만일� 저� 자신이� 볼품없는� 처지에� 놓인� 것을� 부인하지� 않을� 만한� 언변에� 대한� 연습을� 갖추

고� 있다거나,� 혹은� 만일� 가장� 훌륭한� 학예에� 대한� 공부와� 배움(저는� 제가� 저의� 젊음의� 그� 어떤� 시절도�

전혀� 이것에서� 동떨어져� 있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바입니다)에서� 비롯한� 것으로� 바로� 이런� 종류의� 사안

에� 대한� 어떤� 이론적� 체계가� 있다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누구보다도� 특히� 여기� 아울루스�

리키니우스가� 거의� 자신의� 정당한� 권리로서� 제게서� 그� 열매를� 요구해야만� 합니다.13)�

즉� 연설과� 관련하여� 재능도� 부족함을� 실감하고,�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엄청� 많이� 한� 것이� 사

실이지만� 그래도� 이론과� 체계를� 갖춘� 대� 연설가로�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은� 어렸을� 때� 아르키아

스라는� 선생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운을� 뗏기� 때문이다.�

이어서� 그는� 아르키아스의� 가르침을� 받고� 연설의� 대가로� 성장해서� 그동안� 여러� 사람들을� 변론

해서� 도움을� 주고� 있었는데,� 이제� 이� 기술을� 가르쳐준� 아르키아스� 선생이� 고소당한� 법정에� 변론

인으로� 나섰다는� 것이다.� 한� 때� 지방� 소도시� 아르피눔� 기사신분� 출신� 키케로가� 로마의� 최고� 관

직인� 콘술자리를� 역임했고,� 또� 콘술� 재직시� 카틸리아� 음모를� 적발하여� 국부라는� 칭호까지� 받은�

것은� 바로� 이� 분,� 법정에� 고소당해� 피고의� 몸으로� 나온� 아르키아스� 덕분이라는� 것이다.� 이는� 마

치� 훗날� 소� 세네카가� 자신의� 학문적� 성취를� 자기� 스승의� 은혜로� 돌리는� 겸손한� 모습을� 연상하게�

된다.14)� 이러한� 키케로의� 초두� 발언은� 이미� 청중이나� 심판인들의�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을� 것이

다.� �

4.� 아르키아스� 변론의� 주요� 논거와� 의미

1)� 법리적� 관점15)

13) Cicero, Pro Archia, 1, 1.
14) Seneca, De Beneficiis, 3, 34, 1. “내가 자유인에 걸맞는 학문들에 있어서 진척을 이룬 것은 내 스

승님의 은혜이다”, 최병조는 자신의 은사인 백충현 교수의 정년을 기념하는 글에서 세네카의 글을 인
용했다. 최병조, 『로마의 법과 생활』, 경인문화사, 2007, p.1.

15) Steve M. Cerutti, Cicero Pro Archia Poeta Oratio, 3rd edition, 2014, Introduction x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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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키아스에� 대한� 고발은� 기원전� 65년에� 제정된� 외국인들에� 대한� 파피우스� 법(lex� Papia� de�

Peregrinis)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 법은� 불법적으로� 로마시민권을� 취득한� 외국인들을� 찾아내서�

추방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16)� 키케로는� 고발자가� 제기한� 문제들� 각각에� 대하여� 법리적인� 관점

에서� 다음과� 같이� 조목� 조목� 논박했다.

①� 아르키아스가� 자치시� 헤라클레아의�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기록이� 없다는� 주장�

동맹국� 전쟁� 이후� 로마� 시민권은� 이탈리아� 반도� 내에� 모든� 자치시� 시민들에게� 개방되었다.� 따

라서� 첫� 번째� 문제제기처럼� 아르키아스가� 자치시� 헤라클레아의�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아

르키아스의� 로마시민권은� 무효가� 되는� 셈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변호인� 키케로가� 첫� 번째로� 해

명하여야� 할� 내용이었다.� 우선� 키케로는� 이탈리아� 전쟁(동맹국� 전쟁)때� 문서보관소가� 불타는� 바

람에�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은� 인정했다.� 그러나� 아르키아스가� 헤라클레아의� 시민권자였음을�

증언하기� 위해� 그� 법정에는� 헤라클레아시의� 명망가들로� 구성된� 공식� 사절이� 와� 있고,� 아르키아스

의� 보호자� 루쿨루스가� 직접� 참석한� 것이� 더� 확실한� 증거라고� 말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들을� 찾아보려

고� 하고,� 사람들의� 기억에� 관해서는� 아무� 소리� 하지� 않으면서� 글자� 기록만을� 집요하게� 요청하는� 것는�

것,� 그리고�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의� 경건함,� 흠� 없는� 자치시의� 선서와� 신의를� 직접� 눈으로� 보면서� 어

떤� 방식으로도� 왜곡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을� 거부하는� 것,� 마찬가지로� 훼손되곤� 한다고� 당신이� 말하

는� 장부들을� 요구하는� 것은� 우스꽝스럽습니다.17)�

이와� 같은� 증인들의� 존재를� 근거로� 해서� 이미� 소실된� 문서를� 요구하고,� 헤라클레아에서� 보낸�

증인이나� 루쿨루스와� 같은� 로마의� 거물급� 정치인의� 무언의� ‘증언’을� 무시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

인지� 반문한� 것이다.�

②� 아르키아스는� 시민권을� � 받기� 전에� 로마에� 상주하지� 않았다.

고발자의� 이� 주장에� 대해서� 키케로는� 그가� 로마에� 처음� 도착했던� 시기(기원전� 102년)와� 헤라

클레아� 시민권을� 받은� 시기� 사이(기원전� 89년)에� 여러� 차례� 로마를� 오갔는데,� 그가� 머무를� 집이�

없었겠는가고� 되물었다.� 그리고� 키케로� 자신이� 아르키아스에게� 연설론을� 배웠다는� 점도� 강조했

다.� 따라서� 아르키아스는� “시민권이� 부여되기� 이전의� 모든� 해에� 걸쳐� 모든� 일과� 자신의� 재산의�

보금자리를� 그는� 로마에� 두었습니다”18)라고� 단언하고� 있다.�

③� 그의� 이름이� 남아� 있는� 기원전� 89년의� 프라이토르들의� 기록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 키케로는� 기원전� 89년의� 네� 명의� 프라이토르들(아피우스,� 가비니우스,� 메텔루스,� 렌툴루

스)� 각각을� 언급하면서� 반론을� 제시한다.�

그는� 신고[절차]와� 법무관단으로부터� 비롯하여� 오직� 그것들만이� 공적� 문서라는� 권위를� 지니는� 그런�

문서로써� 신고했습니다.� 아피우스의� 문서는� 소홀히� 다루어� 훼손되었고,� 가비니우스는� 무사했던� 동안에�

경솔했고,� 단죄� 이후에는� 문서에� 대한� 신의를� 잃었지만� 다른� 누구보다도� 경건하고� 절도� 있던� 메텔루스

는� 대단한� 면밀했기� 때문에� 프라이토르� 루키우스� 렌툴루스와� 심판인들에게� 실제로� 와서� 단� 하나의� 이

름이� 지워진� 것에� 대해� 개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문서에는� 아울루스� 리키니우스의� 이름이�

16) Adolf Berger, Encyclopedic Dictionary of Roman Law, 1953, p. 557. Lex Papia 항목,  
17) Cicero, Pro Archia, 4, 8.
18) Cicero, Pro Archia,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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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남아있었다고� 여러분들(심판인들)은� 보고� 계십니다.19)

즉� 이미� 소실되었거나� 신뢰할만하지� 못한� 프라이토르들의� 문서보다는� 누구보다� 경건하고� 절도

있던� 프라이토르인� 메텔루스가� 문서에서� 이름� 하나가� 지워진� 것이� 확인되었다고� 증언한� 사실에�

무게를� 두어야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 � �

④� 루쿨루스가� 로마에� 상주했다고� 주장하는� 시기의� 센서스(census)� 기록에� 그의� 이름은� 남아�

있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반론을� 편다.�

당신은� 우리� 측� 센서스를� 요구합니다.� 지당합니다.� 실인즉,� 최근� 센서스(기원전� 70년)에� 따르면� 이�

사람(아르키아스)이� 너무나도� 유명한� 루키우스� 루쿨루스� 장군과� 함께� 부대� 내에� 있었다는� 것,� 그� 이전�

센서스(기원전� 86년)에� 따르면� 루쿨루스가� 재무관일� 때� 그와� 함께� 아시아에� 있었다는� 것,� 최초의� 센서

스� 즉� 율리우스와� 크라수스의� 조사(기원전� 89년)에� 따르면� 루쿨루스가� 로마� 인민의� 그� 어디에도� 집계

되지� 않았다는� 것이� 해명되지� 않았습니다.20)�

요컨대� 아르키아스는� 센서스� 때마다� 루쿨루스를� 따라� 군사원정에� 참전� 중이었기� 때문에�

등재될� 수� 없었다고� 말한다.�

2)� 후마니타스적,� 국익적� 관점에� 따른� 변론

이처럼� 고발자의� 이슈에� 대해� 각각� 반대� 증거를� 댄� 키케로는� 법리적� 논증을� 떠나� 로마시민권

을� 받기� 전후에� 아르키아스가� 로마를� 위해� 했던� 역할과� 행적을� 통해� 그를� 변증하고� 있다.� 우선�

키케로는� 아르키아스가� 그리스인이면서� 시인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기원전� 1세기� 중엽� 당시� 로

마가� 지중해를� 지배하는� 중심� 국가이기는� 했지만� 로마인들에게� 그리스어와� 그리스� 문화는� 배워

야할� 모범이자� 지적� 사상적� 원천이었다.� 로마인들은� 왕정� 시대부터� 이탈리아� 남부와� 서부� 해안에�

자리잡은� 그리스인들의� 식민시들(대� 그리스,� Magna� Graecis)을� 통해�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

았다.� 그리고� � 이탈리아� 반도를� 넘어� 지중해�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원전� 3세기,� 즉� 헬레니즘� 시대

가� 되면� 이러한� 추세는� 더� 심화되었다.� 로마� 군대와� 통치권이� 동지중해로� 확산되는� 동안� 역설적

이게도� 로마는� 그리스� 문화(문학,� 철학,� 수사학,� 역사� 등)의� 영향권� 하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21)�

그리스� 문화� 덕분에� 지중해� 세계의� 주인이� 된� 로마인은� 서양고전� 문명의� 일원이� 되었다고� 말해

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러한� 추세의� 연장선상에서� 키케로는� 아르키아스의� 삶,� 그리고� 특히� 그가�

로마를� 위해� 한� 역할을� 강조한다.�

아르키아스의� 신상� 정보는� 본� 변론문� 외에는�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다.� 그는� 한� 때� 번창했고,�

가장� 박식한� 사람들과� 가장� 자유인다운� 공부들로� 성황을� 이룬� 안티오키아의� 고귀한� 가문에서� 태

어났고,� 재능과� 교양이� 모든� 인간보다� 출중해서� 유년기에� 인간다움에� 관한� 학예를� 떼자마자� 온�

마음을� 다해� 글을� 쓰는데� 열중했다고� 키케로는� 말한다.� 청년기에� 그는� 동부� 지중해의� 여러� 도시

를� 방문했는데,� 아시아나� 그리스� 어느� 곳을� 방문하든지� 환영을� 받았다.� 그의� 뛰어난� 재능에� 대한�

소문과� 그가� 도착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컸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에� 대한� 소문은� “그리스의� 학예와� 가르침으로� 가득했”던� 이탈리아와� 로마에서도� 재현

19) Cicero, Pro Archia, 5, 9.
20) Cicero, Pro Archia, 5, 11.
21) 김덕수, 「기원전 3-1세기 로마의 헬레니즘 수용과 ‘로마화’-테렌티우스에서 베르길리우스까지-」, 『 

지중해 지역연구』, 제18권 제1호, 2016, pp. 6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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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아르키아스에게� 타렌툼,� 레기움,� 네아폴리스� 시민들은� 저마다� 시민권과� 여타의� 보상들을�

수여하기를� 주저하지� 않았개� 때문이다.� “인간다움(humanitas)과� 관련된� 모든� 학예는� 일종의� 공

통된� 사슬을� 갖고� 있으며,� 흡사� 친족� 관계와� 같은� 것에� 의해� 서로� 간에� 이어져� 있었기� 때문이

다”22)� 따라서� 아울루스� 리키니우스� [아르키아스]가�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무리에게서� 배

제되어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가� [시민으로서]� 등재되어야

만� 했다고� 여러분께서� 생각하실� 수� 있도록� 변론을� 한다고� 말한다.23).

이러한� 그의� 인기가� 단순히� 그의� 개인적� 영예였다면� 키케로가� 나서서� 변호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인으로서의� 활동내역이었다.� 우선� 그는� 시인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의� 시가�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 국가에�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점을� 그리스의� 위대한� 시인�

호메로스의� 사례를� 예를� 들어� 말한다.� 트로이� 전쟁을� 소재로� 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를� 통

해� 그리스� 문명의� 출발이자� 경전이� 된� 대작을� 쓴� 호메로스에� 대해서,� 죽은� 지� 오래되었지만,� 또

는� 실제했는� 지도� 불분명해서� 논란이� 되었지만,� 그리스� 도시들은� 약간의� 근거만� 있으면� 그가� 자

기� 도시� 출신이었다고� 경쟁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호메로스를� 자기� 도시� 출신으로� 만들

려는� 여러� 그리스� 도시들(콜로폰,� 키오스,� 스뮈르나)의� 사례가� 심판인들에게� 소개되었다.� �

�

심판인� 여러분!� 가장� 인간다운� 사람들� 앞에서,� 결코� 그� 어떤� 야만성도� 훼손한� 적� 없는� 시인이라는�

이름은� 신성한� 것이라고� 하십시오.� 바위와� 황무지들은� 목소리에� 답합니다.� 야만스런� 짐승들은� 노랫소

리에� 몸을� 돌리고� 멈춰서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가장� 훌륭한� 것들로서� 교육받았음에도� 시인들의� 목소

리에� 아니� 움직여야� 할까요?� 콜로폰� 시민들은� 호메로스가� 자기네� 시민이라고� 말하고,� 키오스� 시민들도�

자기네� 시민이라� 주장하고,� 살라미스� 시민들도� 거듭� 반환을� 주장하는데,� 스뮈르나� 시민들은� 그가� 자기

네� 시민이라고� 확증하며� 그렇게� 그를� 위한� 사원(delubrum)까지도� 읍성에� 봉헌했습니다.� 아주� 많은� 다

른� 이들이� 그밖에도� 서로� 간에� 싸우고� 경쟁합니다.24)

사정이� 이러한� 데� 로마를� 위해� 글을� 발표해서� 로마� 인민의� 명예를� 널리� 알린� 시인� 아르키아스

를,� 게다가� 적법하게� 시민권을� 얻고� 로마를� 위해� 활동을� 하고� 있는� 아르키아스의� 시민권을� 박탈

하고� 추방하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키케로는� 지적하면서� 아르키아스의� 업적을� 구

체적으로� 언급한다.� 아르키아스는� 그동안,� 마리우스,� 술라,� 루쿨루스� 등� 로마� 장군들의� 공적을� 글

로� 씀으로써� 로마국가에� 큰� 유익을� 끼쳤다.� 단지� 특정� 장군만을� 높인� 것이� 아니었다.� 외국인� 출

신자로서� 그� 로마� 장군과� 함께� 로마� 인민� 자체를� 높이고� 찬양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가� 시인(호메로스)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인� 그를� 사후에도�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살아있는� 사람을,� 또한� 의도나� 법에� 따라� 우리가� 이� 사람을� 내쳐야만� 합니까?� 특히나� 일찍

이� 모든� 열정과� 모든� 재능을� 아르키아스가� 로마� 인민의� 영광과� 찬사� 받을� 만한� 일을� 기리기� 위해� 바

쳐온� 터에� 말입니다.� 실상,� 그는� 킴브리족과의� 일을� 청년이던� 때에� 다루었고,� 또한� 바로� 그에게� 이� 공

부들에� 있어서는� 다소� 거칠게� 보였던� 가이우스� 마리우스에게� 그는�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25)

그런데� 미트리다테스� 전쟁은,� 대단했을� 뿐만� 아니라� 힘들었고� 또한� 뭍과� 바다에서� 많은� 변화를� 겪

은� 것으로� 그� 전반이� 이� 사람에� 의해� 표현되었습니다.� 그� 책들은�루키우스� 루쿨루스,� 용감하기� 그지없

고� 아주� 유명한� 그� 사람뿐만� 아니라�로마� 인민의� 이름도� 빛내주고� 있습니다.� 실인즉,� 로마� 인민은� 루

쿨루스가� 사령관일� 적에� 폰투스,� 한때� 왕들의� 재산과� 천연의� 지세로� 방비된� 그곳을� 열어젖혔습니다.�

22) Cicero, Pro Archia, 1, 2.
23) Cicero, Pro Archia, 2, 4.
24) Cicero, Pro Archia, 8, 19.
25) Cicero, Pro Archia,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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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인민의� 군대는� 동일한� 그� 사람을� 장군으로� 하여� 아주� 큰� 무리는� 아니었음에도� 그것으로써� 헤아

릴� 수� 없이� 많은� 아르메니아의� 병력에� 퍼부었습니다.� 로마� 인민에� 대한� 찬사거리는,� 가장� 우호적인� 퀴

지코스인들의� 도시를� 똑같은� 인물의� 전략에� 따라� 왕의� 온갖� 공격으로부터� 그리고� 전면전의� 입구와� 목

구멍으로터� 구해내고� 지켜낸� 일입니다.� 우리가� 치른� 전쟁은� 전해지고� 공언될� 것입니다.� 즉,� 루키우스�

루쿨루스가� 싸움에� 나섰을� 때� 살육된� 장수들과� 함께� 나포된� 적들의� 함대와� 테네도스� 근처에서� 벌어진�

저� 믿기지� 않는� 해전은� 말입니다.� 전승총이� 우리� 것이며,� 기념비가� 우리� 것이요,� 개선식이� 우리의� 것

입니다.� 그것들은� 그들의� 재능에� 의해� 생겨난� 바로� 그들에� 의해� 로마� 인민의� 명성은� 기려지고� 있습니

다.26)

로마� 역사에서� 선례가� 없지도� 않았다.� 일찍이� 엔니우스(BC 239-169)는 대� 스키피오의� 업적을�

글로� 남겨서� 그의� 영웅적� 행위가� 잊혀지지� 않고� 후세에� 전해질� 수� 있게� 해� 주었다.� 그� 외에도�

많은� 로마의� 귀족가문� 출신자들의� 국가를� 위한� 업적들이� 시인들의� 작품을� 통해� 소개되고� 찬양되

었음을� 다음과� 같이� 논증하고� 있다.�

대스키키오� 아프리카누스에게� 우리의� 엔니우스27)는� 소중한� 사람이었기에� � 그는� 스키피오� 가� 사람들

의� 무덤� 안에� 대리석� 상으로� 안치되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러한� 찬사들로써� 분명히,� 찬사�

받는� 사람� 본인뿐만� 아니라� 로마� 인민의� 이름� 역시� 미화됩니다.� 지금� 우리의� 카토의� 증조부이신� 카토

는� 하늘� 높이� 추앙되고� 위대한� 영예가� 로마� 인민의� 업적에� 더해집니다.� 나아가� 저� 유명한� 모든� 막시무

스� 가� 사람들,� 마르켈루스� 가� 사람들,� 풀비우스� 가� 사람들이� 우리� 모두에� 대한� 공통된� 찬사� 없이� 미화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을� 행했던,� 루디아이� 출신인� 이� 사람(엔니우스--역자� 추가)을� 우리� 선조들께서

는� 시민권을� 부여해� 받아들였습니다.28)� 하믈며� 많은� 도시들로부터� 촉망받던� 이� 헤라클레아� 시민(아르

키아스-역자� 추가)을,� 이� 나라에서� 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이� 사람을�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쫒아내도록�

내버려� 두어야� 하겠습니까?29)�

요컨대� 호메로스나� 엔니우스� 등� 그리스,� 라틴� 문학사의� 거장들이� 국가에� 끼친� 영향을� 언급하

면서� 시인� 아르키아스의� 시민권� 부여의� 정당성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4.� 결� 론

그라쿠스� 형제� 개혁� 이후� 로마� 사회는� 극심한� 정치적� 대립과� 정치� 폭력,� 정치적� 보복과� 내전

이라는� 참극을� 경험했다.� 로마� 공화정� 말기의� 복잡했던� 정치� 지형은� 단순히� 옵티마테스(귀족파)

와� 포풀라레스(평민화)라는� 고착화된� 이분법적� 틀을� 넘어� 지도자들� 사이의� 이합집산하며� 복잡한�

상황을� 연출한다.� 그리스� 출신� 시인의� 시민권을� 문제삼은� 아르키아스� 소송� 사건도� 그� 배경에는�

시민권� 문제에� 대한� 시각� 차이,� 더� 나아가� 정치� 세력� 간에� 대립과� 갈등의� 양상을� 내포하고� 있다.

기원전� 62년에� 동방� 원정에서� 돌아온� 폼페이우스는� 로마에서� 자신의� 입지를� 구축하는데� 걸림

돌이� 되는� 정적들을� 제거해야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시인� 아르키아스는� 폼페이우스와� 정적관계에�

있던� 루키우스� 루쿨루스의� 후견인이었다.� 폼페이우스� 측은� 아르키아스의� 시민권� 취득을� 문제� 삼

26) Cicero, Pro Archia, 9, 21.
27) 엔니우스를 말하는데, 그는 남부 이탈리아의 칼라브리아의 루디아이에서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그

리스 문학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호메로스에 심취, 그의 시 양식을 라틴어로 수용하려 했다. 그는 아
이네아스에서 제3차 포에니 전쟁에 이르는 로마 역사를 노래한 《연대기》를 써서 라틴문학의 창조자, 
‘로마 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린다. 

28) 엔니우스는 마르쿠스 풀비우스 노빌리오르의 피호민이었다가 로마 시민권을 받았다. 
29) Cicero, Pro Archia,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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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루쿨루스의� 도덕성� 내지는� 정치적� 입지에도� 흠집을� 내고자� 했던� 것이다.�

기원전� 63년� 콘술이자� 변호� 연설의� 주인공� 키케로는� 카틸리아� 일당의� 모반� 시도를� 일망타진한�

뒤� 국부(pater� patriae)라는� 칭호가� 보여주듯� 정치적으로� 절정에� 이른� 터였고,� 그리하여� 이� 연설

에서� 그가� 밝히고� 있듯이� 자신의� 스승이기도� 했던� 시인� 아르키아스� 변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이다.� 키케로는� 변론을� 시작하면서� 아르키아스가� 자신의� 수사학� 공부에� 큰� 영향을� 준� 첫�

번째� 선생이며,� 당시� 콘술이� 되어� 자신이� 명성을� 얻게� 된� 것은� 아르키아스가� 가르쳐준� 결과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30)� 훗날� 카이사르에� 반대하기� 위해� 폼페이우스와� 정치적� 제휴를� 하게� 되

었지만� 당시� 법정에서는� 일인자로서� 과도한�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는� 폼페이우스와� 대립했던� 것

이다.� �

� � 이� 변호� 연설� 이후� 소송의� 결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기록이� 남아� 있지� 않지만,� 대체로� 키케

로가� 승소했으리라고� 추정된다.� 기원전� 61년� 키케로가� 아티쿠스에� 보낸� 편지에� 따르면� 아르키아

스가� 당시�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고� 있고,� 더� 나아가� 루쿨루스� 가문에� 대해�

쓴� 시를� 완성했고� 메텔루스� 가문에� 대해� 새� 작품을�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31)� 특히� 아

르키아스� 재판을� 주재했던� 프라이토르가� 키케로의� 친동생� 퀸투스였다는� 점� 역시� 이러한� 주장에�

신뢰성을� 더하는� 증거가� 된다.�

요약하면� 본� 변론은� 기원전� 1세기� 중엽� 로마에서� 외국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이� 정적들

을� 공격하는� 빌미가� 되었지만� 키케로는� 법리적� 관점을� 넘어서� 후마니타스적� 관점과� 공리적� 관점

에서� 로마에� 유익을� 끼친� 그리스인(외국인인)에게� 대한� 시민권� 개방이� 국가에� 얼마나� 좋은� 결과

를� 낳았는지를� 논증함으로써� 로마인의� 시민권� 개방� 정책에� 담긴� 애국주의적이고� 실용적인� 측면

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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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문

발표문 : 소통의 원천에서 정쟁의 도구가 된 로마시민권

-키케로, 「아르키아스 변론」(기원전 62년)을 중심으로

 

고경주(고려대)

1. 발표자께서는 라틴 시민권에 관하여 “로마 시민권보다 한 단계 낮은 것은 라틴 시민

권이었다”(p. 2)라고 설명하십니다. ‘최상의 권리를 가진 로마시민’(Civus Romanus optimo 

iure)이라면 물론 라틴 시민보다 상위의 범주에 속하겠지요. 하지만 참정권 없는 시민권

(civitas sine suffragio)에 대해서는 라틴 시민권보다 상위 범주라 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

게 됩니다. civitas sine suffragio를 누리는 무니키페스(municipes)와 commercium, 

conubium, ius migrationis 등을 향유하는 라틴 인들을 떠올려 본다면, 그들은 서로 구별되

는 범주이되 상, 하위로 표현될 수 있는 관계는 아닌 듯합니다. 완전한 로마 시민권에 비한

다면 civitas sine suffragio나 라틴 시민권은 하위의 범주이면서 서로 병렬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2. “요컨대 이 재판은 그리스 출신 시인 아르키아스의 시민권 부여 여부를 둘러싼 정치

적 대립이고, 동맹국 전쟁 이후에도 시민권 부여문제가 잘 마무리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인 셈이다.”(p. 4)

①발표자께서는 「아르키아스 변론」의 배경에 관해 공들여 설명하시면서 아르키아스가 시

민권 불법 취득자로 고발당한 배후에는 폼페이우스 측과 루쿨루스 측의 정치적 갈등이 자리

하였음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십니다. 공화정 말기의 경쟁적 정치 세력들 간의 갈등이 특정 

세력과 연관된 인사들에 대한 공격 내지 지지로 발현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 역시 공

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아르키아스 재판을 정치적 갈등의 발현으로 보는 것은 「아르키아스 변론」 이해에 

긴요한 것이면서도 재판에 대한 그러한 시각 자체가 키케로의 변론 전략 망 속에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법리적 관점에서 아르키아스의 시민권 취득 사실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간파한 변호인은 최대한 그 사건을 정치적 이슈화하는 수사학적 전략을 취했

을 것입니다. (헤라클레아 시민권 취득 기록 부재 문제, 로마 시 거주 이력에 관한 불확실성 

문제 등 고발인 측의 주장에 키케로는 나름의 답변을 제시하고 있으나, 고발인이 아르키아

스의 불법성을 확고히 할 수 없었던 만큼이나 키케로 역시 의뢰인의 시민 신분을 의문의 여

지없는 것으로 만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키케로가 구축한 프레임 내에서 사건에 대한 변

호는 이제 전문적 법률 지식과 합리적 증거보다는 아르키아스라는 인간이 얼마나 훌륭한 인

간이며 로마를 위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인가라는 수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르키아스 변론」을 한층 입체감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대의 정치적 배경에 

대한 고려와 아울러, 사건의 성격 자체를 의도적으로 규정하려는 키케로의 수사학적 전략을 

텍스트를 통해 밝혀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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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발표자께서는 아르키아스 사건이 동맹국 전쟁 이후에도 시민권 문제가 잘 마무리 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여기서 시민권 문제가 마무리 된다는 것은 구체

적으로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것인지요?  오히려 「아르키아스 변론」은 새로운 시민권 문제

의 파생을 엿보게 하는 것은 아닐까요? 타렌툼, 로크리, 레기움, 네아폴리스 등 남부 이탈리

아 여러 도시들이 아르키아스에게 시민권과 이러저러한 상을 수여했었다는 키케로의 언급

(Pro Archia 3, 5)은 새로운 시민권 문제의 대두 가능성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예를 들어, 남

부 이탈리아 그리스 계 도시들로부터 명예 시민권을 받았던 어떤 속주민이 그것을 근거로 

로마 시민으로 편입되기 원하고 로마는 그러한 편입을 허락하지 않으려는 상황 같은 것들 

말입니다.                            

              



- 1 -

독일의 시민 소통교육에 관하여
-실러의 『미적 교육론』을 중심으로

김종영 (서울대 기초교육원)
I.
  

  사회적·국가적 현안이 산적한데 소통의 부재로 몸살을 앓고 있는 오늘의 대한민국. 세대와 
계층과 성별에서 시작하여 이념과 정파로 나뉘고 집단 이기주의의 프레임에 갇힌 형국을 어떻
게 타개해야 할지 그 해법이 모연하다. 이런 상황에 과연 우리가 민주주의를 살아낼 수 있는 
기본적 소양이 있는지 의문을 갖는 것은 필자뿐만 아니리라. 민주주의의 일천한 역사에서 이
만큼 온 것만으로 자위하는 의견도 물론 있다. 단견일지 몰라도 아직 우리 사회의 민주지수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걸음마 단계에 있다고 사료된다. 이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시민 교육’에 대한 논의가 매우 활발하다. 이 주제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단어, 시민, 교육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기란 그리 녹녹치 않다. 인간 삶에서 매
우 중요한 요소가 아니던가. 이 글은 독일 시민운동과 시민교육의 사상적 토대에 중요한 영향
을 끼쳤던 실러의 『미적 교육론』1)을 소통교육의 관점에서 조명한다. 실러는 당시 프랑스혁명 
이후 전개되는 정치사회적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그 과정의 모순을 예리하게 파헤친다. 이상적
인 공동체에 입장하기 위한 조건을 갖춘 시민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 바로 ‘미적 교육’이라는 
주장을 펼친다. 시민을 교육하는 데 필요한 분야는 정치 사회 윤리와 관련된 주제라는 생각이 
얼핏 떠오르는 데, 왜 하필 ‘미적 교육’인가? 실러는 프랑스 혁명을 “물리적 힘이 지배하던 자
연국가인 중세 봉건국가를 붕괴시키고 이성이 지배하는 새로운 도덕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으
로 보고 처음에는 열광하였지만, 혁명주도세력이 폭력으로 치닫는 것을 개탄하면서, 이성이 
지배하는 국가의 한계를 직시한다. 그리고 그 해법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바로 인류가 꿈꾸는 
이상적인 도덕국가는 미적 국가를 거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예술을 통해 총체적 
인간성을 구현하는 미적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원리를 제시한다. 이
것이 바로 『미적 교육론』이다. 그의 이런 생각은 훔볼트에 영향을 미쳐 독일 공교육과 대학교
육의 개혁을 단행하게 했고, 이때 실행되었던 여러 정책과 지침들이 오늘날 독일 공교육은 물
론 시민교육에까지 이어지고 있다.2) 
  한편 사상적, 이론적 연구를 통해 독일 시민사회의 성장을 도모한 학자들의 모임과 달리, 

1) 원제는 Über die ästhetische Erziehung des Menschen으로 ‘인간의 미학적 교육에 관하여’ 정도
로 옮길 수 있겠으나, 이 글에서는 학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미적 교육론’을 받아들여 사용하기로 한
다. 실러의 ‘미적 교육론’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절, 그를 후원했던 덴마크의 아우구스텐부르크 공에 
감사의 뜻으로 당시 그가 천착했던 예술과 아름다움에 관한 주제를 편지형식으로 작성한 글이다. 이 
글에서는 윤선구 외 4인이 옮기고 쓴 『프리드리히 실러의 미적 교육론』을 주 텍스트로 삼고 있다.

2) 주지하다시피 독일은 두 번의 세계대전의 중심에 있던 나라다. 특히 두 번째 전쟁은 독일은 물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인간 종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끔직한 사건이다. 전후 독일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숙고하기 시작한다. 그것도 ‘그때까지 지구상에서 가장 완전하다고 여
겨지는 바이마르 헌법 체제를 무너뜨리고 히틀러에 동조할 수 있는가’에 대해 사람들은 그 원인을 찾
으려고 머리를 맞댄다. 이 주제에 대한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연구결과는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다. 
가령 프롬은 독일인들이 누렸던 자유라는 개념에 주목하고, 이 자유로부터 도피하는 심리적 기제에서 
그 단서를 추적한다. 프롬은 나름의 원인을 진단하고 있지만 그 해결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들이 자유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하고 이 자유를 지키지 못한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향후 
이 자유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해서 진행되면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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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적 차원에 초점을 맞춰 시민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단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3)  이
들 가운데 대표적인 기관이 바로 독일연방정치교육원(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BpB)4)이다. 일반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시민교육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독일
에서만 유독 정치교육(politische Bildung)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여기에서 생각해볼만한 게 
있다. 왜 시민이라는 말 대신에 ‘정치’라는 말을 썼을까? 독일은 정치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 주목한다. 두 번의 세계대전의 문제해결도 결국은 정치적 해법을 통하지 않고는 불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시민으로서 살아가면서 여러 소양을 갖추어야 하지만 ‘정치적’ 
소양과 의식을 특별히 강조한다. 어려서부터의 교육도 정치체제는 물론 선거법, 정당별 특징 
들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두고 있으며, 심지어 정당참여도 권유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 사
회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참여정치, 참여민주주의 등이 독일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하겠다. 
  교육을 지칭하는 ‘Bildung’이라는 말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독일어에도 영어의 
education(교육)을 뜻하는 Erziehung이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정치교육을 지칭할 때는 유독 
Bildung이라는 말을 쓴다. 이 말은 그 외연이 넓어 교육은 물론 교양 일반을 포괄하고 있다. 
독일 사람들은 시민으로서 폭넓은 교양을 갖추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듯하다. ‘교양’, ‘교육’
뿐만 아니라, ‘양성’, ‘형성’ 등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Bildung은 독일에서는 오래전부
터 교육의 목표로 여겨왔다. 물론 그 낱말 앞에 각종 수식어가 붙어 사용되기도 하는데, 우리
의 주제 시민교육과 관련해 무엇보다도 먼저 떠오르는 낱말이 바로 ‘전인적’이라는 말이다. 이 
수식어가 Bildung과 만나면 바로 ‘전인 교육’이 된다. 시민 교육은 물론 공교육 일반이 지향
하는 바가 바로 이 전인교육이다. 독일 전인교육의 역사는 매우 깊다. 실러의 『미적 교육론』
은 바로 이 독일 전인교육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필자가 보기에 독일연방정
치교육원의 모토 또한 실러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사료된다. 이 글에서는 실러의 
『미적 교육론』에 나타난  시민교육과 소통교육적 관점을 추적하고, 실러의 사상이 오늘날 한
국 사회의 시민 소통교육에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지도 탐색하기로 한다.

II

  『미적 교육론』은 총 27개의 편지글로 이루어져 있다. 이 글에는 미와 교육에 관한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러의 의도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조경식
은 이 책이 ‘아름다운 예술을 통해 인간의 총체성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논증’하고 있다
고 주장한다. 그리고 ‘아름다움과 미적 유희가 인간의 필연적 조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역사철

3) 어떻게 하면 앞서 경험한 끔직한 인류의 재앙을 극복하고, 인간성을 지키고 다른 이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 다양한 논의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이런 맥락에서 독일은 범 
정부차원의 ‘독일연방정치교육원’을 설립하게 된다. 

4) 홍은영 외(2016: 291) “연방정치교육원은 독일에서 정치교육의 중추를 차지하고 있는 기관이다. 독일
의 16개주에는 주 정치교육원이 있는 데, 연방정치교육원과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연방정
치교육원의 주요사업으로는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 출판간행물 교육사업, 학교 내의 시민교육지원, 학
교 외의 시민교육과 학술지원, 외부 시민교육단체 지원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연방
정치교육원은 다양한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이를 학문적으로 다루게 함으로써 
시민의 정치적인 정향을 잡는데 도움을 준다.” 독일연방정치교육원에서 행하는 정치교육의 과제를 
“정치적 사안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고, 민주적 의식을 확고하게 하며 정치적 협력을 위한 적극적 
자세를 강화”로 정의하는 논의도 있다. 독일연방정치교육원에 대한 여러 상세한 논의는 독일연방정치
교육원 홈페이지 https://www.bpb.de/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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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으로 논증’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인간의 총체성에서 아름다움과 아름다운 예술의 정
체성을 추론’하고 있다고 서술한다.5) 
  실러는 이 책에서 우선 문학과 예술에 관한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고 있다. 실러는 자신을
‘예술의 관리인 Sachwalter der Kunst’으로 생각하면서, 예술이 어떻게 ‘시대의 현안’을 해
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나아가 예술에 관한 연구가 인간의 삶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밝히고 있다.6) 

“내가 아름다움과 예술에 관한 연구결과를 일련의 편지로 당신에게 제출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군요. 나는 이 연구의 중요성을 분명히 의식하고 있으며, 매력과 가치도 함께 느끼
고 있습니다. 나는 인간의 최고 행복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인간의 고귀한 
본성으로부터도 결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대상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7)

  실러가 주도적으로 활동한 분야가 문학과 예술분야라고 하지만, 그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품위 있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가에 주목하고, 그런 인간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고 그런 
인간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성찰한다. 그의 작품 상당수가 
이런 문제를 다룬다.8) 실러는 프랑스혁명을 실패로 진단하고 당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아름다움과 예술의 문제로 눈을 돌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
도한다. 그 과정에서 정치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왜 예술을 논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한다.

“미적 세계를 위한 법전을 둘러보는 것이 최소한 시대적 흐름에서 벗어난 일은 아닐까요? 
왜냐하면 도덕적 세계의 일들이 훨씬 더 당면한 관심거리를 제공하고, 철학적인 탐구정신
은 시대적  상황을 통해 예술작품 가운데 가장 완전한 예술작품, 즉 진정한 정치적 자유를 

5) 실러는 『미적 교육론』에서 인간에게 미적 교육이 왜 필요한지를 다양한 학문을 준거로 풀어내고 있
다. 이 책의 내용을 한 마디로 포착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그것은 이 책이 인간교육은 물론 정치 환
경의 변화와 산업발전에 따라 빚어지는 각종 사회문제와 인간소외의 문제, 더 나아가 예술의 기능과 
정체성 등 다양한 주제가 한데 어우러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은 여러 학문 분야에서 주목받
아왔고 관련 연구도 꽤 많이 축적되어 있다. 그 가운데 몇 가지 차원을 분류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
다. 우선 정치철학 · 역사철학적 차원을 들 수 있다. 이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논거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프랑스혁명의 정당성과 문제점’, ‘인간의 자기소외와 그 근원’ ‘총체적인 인간성 육
성을 위한 도덕국가 실현’ 등을 비롯해서 어떻게 하면 이상 국가를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선대의 여러 사상가들과 견주어 논의되고 있다. 미학적 차원의 논의에서는 ‘실러 미학사상의 전개과
정’, ‘칸트 미학과 비교’, ‘실러미학의 후대의 영향’, ‘살아 있는 형태로서의 미학’ 등의 주제들이 눈에 
띈다. 교육적 차원에서는 실러가 생각하고 있는 ‘인간 교육의 본질과 예술과의 관계’, ‘ 미적 교육’, 
‘미적 가상’과 ‘유희 충동’의 체험을 통한 교육의 의미 등의 논거들이 주를 이룬다. 이 부분에서는 동
시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던 훔볼트의 교육 사상과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도 함께 다루어지기도 한
다. 실러 문학에 대한 연구 또한 방대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의 드라마와 다른 장르의 문학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는 물론, 그의 미적 교육론을 토대로, ‘미적 인간과 미적 국가’가 문학적으로 어떻게 구
현되는지 조사하는 연구도 있다. 실러/윤선구외 (2015), 260-518쪽 참조. 

6) 실러는 프랑스혁명과 산업혁명의 전개로 발생한 당대의 사회적 정치적 문제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사
회발전에 따라 수반되는 인간의 소외 현상이 빚어지는 상황에서 예술이 해야 할 과업이 무엇인지 깊
이 성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읽으면 이 책은 정치개혁과 사회개혁을 위한 밑그림이 된다. 그러니까 
이 책은 아름다움과 미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속내는 사회와 정치개혁을 위한 호소문인 셈이다.

7) 실러/윤선구외(2015), 29-30쪽.
8) <빌헬름 텔>, <발렌슈타인>, <오를레앙의 처녀>, <간계와 사랑> 등의 작품에서 관통하는 주제를 보면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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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는 일에 몰두하도록 요구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 현실에서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미적인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당신이 확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유
에 이르는 길은 바로 아름다움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9)

  위의 글에서 알 수 있듯이 실러는 사회와 정치의 개혁을 위해서 정치적 방법을 택하지 않고 
예술이라고 하는 우회로를 택하고 있다. 아울러 그러한 사회개혁을 위해 교육을 통한, 그것도 
아름다움과 예술 교육을 강조한다. 그러한 취지에서 나온 것이 바로 미적 교육이고, 이 미적 
교육은 따지고 보면 시민교육이고 정치교육이라 할 수 있다. 실러가 미적 교육을 통해서 얻어
내려고 하는 최종 목표는 강제와 타율이 아니라 자율과 자유에 입각한 도덕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실러가 그리는 도덕국가에 입장하기 위한 시민의 조건은 감정과 이성의 조화를 
통해 품위를 갖출 수 있는 전체성이다.

“이성이 물리적 사회 안에 도덕적 통일성을 가져올 때 자연의 다양성을 훼손시켜서는 안 
됩니다. 또 자연이 사회의 도덕적 구조 안에서 다양성을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를 통
하여 어떠한 도덕적 통일성도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승리하는 형식은 획일성과 혼란으
로부터 똑같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필요의 국가를 자유의 국가로 바꿀 수 있
는 능력과 품위를 갖추어야 할 민족은 성격의 전체성(Totalität)을 갖추어야합니다.”10)

  이러한 총체성을 얻기 위하여 자연적이고 물리적인 인간으로부터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인간
으로 넘어가는 중간단계가 필요하고 이 지점에서 바로 감각과 정신이, 즉 감성과 이성이 조화
를 이룬다. 실러는 이것을 제3의 성격이자, 미적 성격으로 표현한다. 그러니까 이 성격은 인간
의 기본적인 속성을 모두 아우르는 전인적이고 총체적인 성격을 표현하는 말이 된다. 아울러 
실러는 산업 사회의 발전을 위해 개개의 인간에게 특정 영역에 필요한 기계적인 숙련성만을 
강조하면 인간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인간은 끊임없이 전체의 한 작은 개별적인 부품 조각에만 얽매여 자기 스스로를 오직 부
품 조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영원히 자기가 돌리는 바퀴의 단조로운 소음만 들
으며 결코 자기 본질의 조화를 발전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본성 안에 인간성을 
각인시키지는 않고, 자신의 업무 또는 자신의 학문의 단순한 복제품이 되어버렸습니다.”11)

  인간소외를 막기 위해서도 총체적이고 전인적인 인간의 고유의 성질을 복원해야 한다.12) 그
렇다면 망가지고 소멸된 인간 총체성을 어떻게 다시 복원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실러 자신
에게 매우 절실한 문제였다. 실러가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소외의 극복문제는 후에 마르크스와 
아도르노에게 영향을 주어 그들의 사상을 체계화시키는 데 자양분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겠
다. 이는 신자유주의와 경쟁사회에서 인간 총체성의 본질을 돌아볼 겨를 없이 살아가는 바쁜 
현대인이 반드시 숙고해보아야 할 대목이기도 하다. 이 총체성의 회복을 위해 실러가 고안한 
것이 바로 미적 충동이론이다.13) 

9) 실러/윤선구외(2015), 34쪽. 37-39쪽.
10) 실러/윤선구외(2015), 52-53쪽.
11) 실러/윤선구외(2015), 65-66쪽.
12) 실러는 고대 그리스와 그리스인의 생활방식이 균형과 조화를 갖춘 총체성을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

라고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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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러는 자연 상태를 강조한 인간교육은 물론 인간의 이성에 기초한 도덕교육으론 한계가 있
다고 주장한다. 실러가 보기에 사회의 하부계층의 사람들은 감정과 욕구에 충만해 이성이 부
족하고 상부계층의 사람들은 이성을 앞세워 오히려 인간성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한 당대의 
시민들의 모습을 보고 감정과 이성을 조화롭게 가져갈 수 있는 총체적 인간교육을 제안하고 
있다.
  실러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충동인 감각충동과 이성충동만의 교육이 아니라 이 둘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중간단계의 유희충동을 강조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미적 
체험이다. 그런데 이 충동은 진지하지 않고 놀이하는 상태에서 나오는 즐거움이다. 긴장과 이
완 사이에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14) 실러의 『미적 교육론』은 단순히 이론으로 끝나는 것
이 아니라 실천을 강조한다. 

“이성이 행하는 것은 법칙을 발견하여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칙을 실행하는 것은 
용감한 의지와 생생한 감정입니다. 진리가 힘들과 싸워서 승리하려면, 진리 스스로가 먼저 
힘이 되어 현상의 영역에서 충동을 자신의 대리인으로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각 세계
에서는 충동이 유일한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지금까지 승리하는 힘을 별로 증명하
지 못했다면, 그것은 진리를 드러내지 못했던 오성의 책임이 아니라 진리를 외면했던 가슴
의 책임이고 진리를 위해 행동하지 않았던 충동의 책임입니다.”15)

  그렇다면 인간의 이런 양극에 치우치는 성격을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교육할 것인가의 문제
가 대두된다. 정치를 개선하기 위해 인간의 “성격을 고상하게 만드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16)고 강조한다. 하지만 균형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미개인과 야만인으로 구성된 국가 체제
에서는 조화로운 성격의 인간을 기대할 수 없고 이 목적을 위해 국가가 제공하지 못하는 새로
운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한다.17)

“이제 나는 지금까지의 모든 고찰을 통해 이르고자 노력했던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도구는 아름다운 예술이고, 원천은 불멸하는 예술의 본보기들 속에서 열리게 됩
니다. 예술은 학문과 마찬가지로 기성의 모든 것으로부터, 인간의 관습에 의해 들어오게 
된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 있습니다. 예술과 학문 둘 다 인간의 자의로부터 벗어난 절대
적인 치외법권을 누립니다.”18) 

13) 실러의 이 충동이론은 칸트와 피히테의 영향을 받았지만 이를 인간교육이론으로 확장해 자신만의 독
특한 미적 교육이론의 체계를 세워나간다. 실러와 독일 미학전통에 관한 논의는 카이 함머마이스터/
신혜경(2013)참조.

14) 실러는 이를 노동과 휴식 사이의 놀이상태로 비유한다.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해 해야 하는 노동의 경
우에는 진지해질 수밖에 없다. 아울러 아무 것도 안 하고 쉬는 상태를 생각해볼 수 있다. 

15) 실러/윤선구외(2015), 81쪽.
16) 실러/윤선구외(2015), 86쪽.
17) 실러는 당시 국가가 인간개조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혹

시 이런 활동을 국가에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태의 국가
가 폐해를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성에 의해 이념적으로 구상된 국가는 더 나은 인간성의 기
초를 세워줄 수 없으며, 오히려 국가가 더 나은 인간성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할 형편이기 때문입니
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은 다시 처음의 지점으로 되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실러/윤선구
외(2015), 75쪽.

18) 실러/윤선구외(2015), 280-2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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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러는 감각에 따라 움직이는 물리적 상태라고 하고 이성에 따라 움직이는 상태를 도덕적인 
상태라고 하는데 이들은 기껏해야 수동적인 상태라고 하고, 실제 존재하고 능동적으로 활동하
는 상태를 미적 상태라고 규정한다.19) 이 미적 상태에서만 인간은 유희할 수 있고, 이 유희 
충동을 통해서 인간은 능동적 인간으로 거듭나게 된다. 다시 말해 감각충동의 균형을 갖추지 
못한 미개인과 이성충동의 조화를 이루어내지 못한 야만인의 상태를 지양하고 새로운 미적 상
태에 들어선 인간은 가상과 유희를 체험하려는 모습을 띄게 된다.

“미개인이 인간성을 추구하는 단계로 진입했음을 알려주는 현상은 어떤 것입니까? 역사에 
물어보더라도, 그 현상은 동물적인 수준의 노예상태에서 나온 모든 민족에게 동일한 것입
니다. 즉 그것은 가상에 대한 즐거움과 장식과 유희를 추구하는 경향입니다.”20)

  그러니까 실러는 인간이 인간의 모습을 갖는 순간은 감각단계와 이성으로 충만한 단계를 모
두 지양하고 한가롭게 유희하는 순간이라고 말하고 있다. 실러는 바로 이 순간에 인간은 자신
의 욕망을 충족한 후 자신을 꾸미고 장식하며 즐기는 시간을 갖게 된다고 한다.21) 실러는 이
런 순간에 들어설 수 있어야 인간은 제대로 가상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가상체험을 통해 
인간은 다른 어떤 피조물은 물론 심지어 신적인 존재가 취할 수 없는 상태까지도 경험하게 된
다고 주장한다. 

“최고의 어리석음과 최고의 오성은 둘 다 실재적인 것(das Reelle)만을 찾고 단순한 가상
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감각하다는 점에서 서로 유사합니다. 전자는 대상이 감관에 직접적
으로 현존해야 움직인다는 것이고, 후자는 자신의 개념이 경험적 사실로 소급되어야 진정
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어리석음은 현실을 넘어서 자신을 고양시킬 수 없고, 오
성은 진리 아래에 멈춰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재에 대한 욕구와 실제적인 것에 
대한 집착이 결핍의 결과라는 점에서, 실재에 대한 무관심과 가상에 대한 관심은 인간성의
진정한 확장이고 문화를 향해 가는 결정적인 걸음이 됩니다.”22)

  이 구절에서 실러가 그의 『미적 교육론』을 통해 인간다움이 갖고 있는 고유한 가치를 드러
내고 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은 가상세계를 통해 “자연과 도덕의 모든 인과율에서 완전히 자
유로운 존재”23)가 된다는 것을 설파하고 있는 셈이다. 실러는 “미적으로 조율된 인간은 자신
이 원하기만 하면, 즉시 보편타당하게 판단하고 보편타당하게 행동할 것입니다.”24)라고 설명
한다.

   
        III.

  우리사회의 현안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면 소통의 부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19) 실러/윤선구외(2015), 292쪽 참조.
20) 실러/윤선구외(2015), 227쪽.
21) 실러는 이 순간에 비로소 인간의 본 모습에 들어선다고 말한다. 그는 치장하고 꾸미고 유희하는 인

간이 바로 인간의 총체적 모습을 느낄 수 있으며 그런 순간에 인간은 고양된다고 한다.
22) 실러/윤선구외(2015), 228쪽.
23) 실러/윤선구외(2015), 296쪽.
24) 실러/윤선구외(2015), 1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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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 이글은 이런 문제의식과 그 해법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했다. 소
통하는 사회는 성숙한 사회다. 혼자 자기 말만 하는 것을 소통이라고 하지 않는다. 소통하기 
위해 자신을 돌아보고 상대를 배려하는 일은 소통하는 사람의 기본자세다. 
  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 개인이 자신의 욕구만을 지나치게 내세우거나 이성을 통하여 상대방
을 설득하려고만 하고 상대방의 감성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
리 사회의 소통부재도 따지고 보면 이런 문제와 연동돼 있고, 특히 자신의 에고를 너무 강조
하다 빚어지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을 성찰하고 상대를 배려할 수 있는 
기질을 습득할 수 있을까? 실러의 『미적 교육론』은 어찌 보면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다.25) 『미적 교육론』에서 다루고자 하는 교육이론의 핵심이 바로 인간의 이성과 감성을 
모두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하는 데 있기에, 『미적 교육론』은 소통교육의 기초가 된다.26)

  우리는 미적 가상에 대한 체험이 부족하고, 실재 세계에서 생사를 건 싸움만 난무하는 체험
을 어렸을 때부터 해 왔다.27) 자신의 입장이 옳은지 그렇지 않은지,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 배
려의 여유를 갖지 못하고 자기주장만 하게 되어서는 소통은 그야말로 요원하다. 미적 교육을 
통한 미적 가상에 대한 체험이 우리의 소통 능력을 증가 시키게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하고자 한다.
  실러를 비롯하여 앞선 시대의 많은 사상가들이 이성이 작동하는 도덕국가나 이상 국가의 이
론을 연구해왔다. 실러는 자연 상태의 인간 감정 상태를 북돋는 교육이나 이성을 중시하는 정
신교육을 통한 시민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미적 교육을 제시한다. 왜냐하면 미적 교육
을 통해서 인간이 총체성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28) 실러는 미적 교육을 설파하는 과정에
서 바람직한 예술을 언급한다. 바람직한 예술은 그것을 감상하는 동안 유희할 수 있도록 이끌
어야 한다. 예술은 실제가 아니라 모방이다. 그러니까 예술의 본질이 가상이라는 말이다. 가장 
좋은 예술은 어찌 보면 이 가상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상은 현실과 무의 
중간이다. 가상 체험이 어떻게 인간 총체성을 획득할 수 있는 매개를 할 수 있는 것인가? 가
상체험이 교육에 적용돼 인간 총체성 획득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놀이 체험을 통해 성격을 
형성하는 것이다.29) 이러한 총체성 획득과정을 소통에 대입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다양한 소

25) 소통이 안 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로 상정해볼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고수해 
상대의 말을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에 발생한다. 말하는 사람의 에고가 너
무 커 상대를 존중하는 관용을 엿볼 수 없는 경우다. 그렇다면 관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은 어떻게 해서 얻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열린 마음과 조화의 
마음이 아닐 수 없다. 바로 실러가 『미적 교육론』에서 강조한 미적 상태의 인간의 마음이 이런 마음
이다. 

26) 실러는 인간이 전인적이고 총체적인 모습을 갖추기 위해 이성과 감정의 조화를 강조한다. 총체적이
고 조화로운 인간을 위해 실러가 제안한 것이 바로 미적 교육이다. 미적 교육을 통해 인간은 이성과 
감정의 균형을 갖추게 된다.

27) 소통부재를 포함해 우리 사회의 전근대적 모습에 대한 진단과 해법에 대한 논의는 윤선구(2003) 참
조.

28) 실러는 인간의 총체성이 어떻게 달성되는지에 주목한다. 그는 앞서 논의한 여러 문제를 검토하고 인
간의 두 주요 충동인 이성 충동과 감각 충동을 아우르는 제3의 충동을 모색한다. 이것이 바로 유희 
충동이고, 이 충동을 경험하고 인간은 총체성에 이를 것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여기서 
유희충동이란 아름다움이나 아름다운 예술을 볼 때 발현되는 충동을 말한다. 그는 인간을 움직이는 
두 충동인 ‘이성 충동’과 ‘감각 충동’이 ‘유희 충동’에 의해 지양·합일되는 순간에 인간의 총체성이 달
성된다고 보았다. 이는 “인간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름다움을 볼 때 
아름다운 예술로 인해 인간이 된다.”(조경식 2015: 288)라는 말이다. 

29) 왜 가상체험인가 하면, 만일 실제 현실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 그야말로 끔찍할 것이다. 그
러나 연극을 통해 보는 죽음은 끔찍하지 않다. 예술은 사람으로 하여금 유희하게 만든다. 실러는 유
희하는 한 인간은 진짜 인간이 된다고 설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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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의 갈래를 탐구하고 있는 현대수사학30)도 따지고 보면 실러가 『미적 교육론』에서 강조하고 
지향하는 총체성과 연결된다. 
  지금까지 『미적 교육론』이 추구하는 인간 총체성 교육을 소통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소통은 올곧은 품성을 함양한 인간에게서 볼 수 있는 지표이다. 인간교육이 
추구해야 할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전인성, 총체성을 갖춘 인간이라야 제대로 된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교육은 곧 소통교육이 되는 셈이다. 실러는 “인간은 완전한 의미
에서의 인간인 경우에만 유희하고, 인간은 유희하는 경우에만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31)라고 인간을 정의하고 있다. 실러의 유희하는 인간에 기대어 소통하는 인간에 대해 생각해
본다.

“인간은 완전한 인간인 경우에만 소통하고, 소통하는 경우에만 완전한 인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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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시민 소통에 관하여 – 실러의 미적 교육론을 중심으로”에 대한 논평문

정창호(경기대학교)

1. 김종영 교수님의 발표문은 현재 한국 사회가 소통의 부재로 인해 고통 받고 있으
며, 이로 인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아직도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 문제의식은 독일 시민운동과 시민교육의 사상적 토
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실러의 『미적 교육론』을 소통교육의 관점에서 조명하려
는 작업으로 이어진다.

2. 발표자가 주목하는 것은 실러가 예술을 통해 총체적 인간성을 구현하는 미적 교육
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이는 당시 독일의 교육개혁에 영향을 미쳤고, 오늘날 선
진적인 독일 공교육과 시민교육에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실러
의 미적교육론에 나타난 시민교육과 소통교육적 관점을 추적하고, 실러의 사상이 
오늘날 한국 사회의 시민 소통 교육에 어떤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지 탐색”하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3. 발표문의 본론은 시민 소통 교육의 관점에서 실러의 미적 교육론을 분석하는 데에 
할애되고 있다. 몇 가지 중요한 대목을 일별해 보자. 실러는 예술이 어떻게 시대적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지, 예술에 관한 연구가 인간의 삶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
는지 밝히고 있다. 실러가 이런 생각을 한 배경에는 프랑스혁명의 실패가 놓여 있
다. 실러는 프랑스혁명이 자유를 추구하였지만, 온기 없는 계몽적 이성의 광기로 
인해 오히려 ‘인간의 머리가 양배추처럼 잘려 나갔던’ 공포정치로 전화되었음을 반
성한다. 실러가 보기에 자유는 냉철한 이성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통해서만 가능
하다. 자율과 자유에 입각한 도덕국가를 형성하기 위한 전제는 총체성과 품격을 
지닌 시민의 존재이다. 그러나 망가지고 소멸된 인간 총체성을 어떻게 다시 복원
할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실러는 ‘미적 충동 이론’을 제시한다. 그
에 따르면 인간의 충동은 감각충동과 이성충동만이 아니라 유희충동을 가지고 있
다. 유희충동은 감각충동과 이성충동의 조화를 본성으로 갖는다. 실러는 유희충동
에서 당대의 정치적 문제의 두 근원인 감정과 욕구에 치우쳐 이성이 부족한 상태
나 이성을 앞세워 인간성을 상실하는 상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
면 유희충동은 단지 법칙을 발견하여 제시하는 데 그치는 이성에 생생한 활력과 
힘을 불어 넣는 원천이 된다. 유희충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미적 체험’이다. 여
기서 실러의 결론이 등장한다. “우리가 찾아야 할 도구는 아름다운 예술이고, 원천
은 불멸하는 예술의 본보기들 속에서 열리게 됩니다.” 예술을 통해서 인간은 비로
소 현실과 실재가 요구하는 필연성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러
므로 “실재성에 대한 무관심과 가상에 대한 관심은 인성의 진정한 확장이자 문화
로 가는 결정적인 발걸음 인 것입니다.”



4. 이상의 고찰을 거쳐서 발표자는 실러가 예술을 통해서 비로소 가능하다고 주장했
던 인간 총체성을 소통과 연결시키는 데로 나아간다. 인간의 감성과 이성의 조화
를 의미하는 인간 총체성은 곧 우리가 서로 관용하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할 수 
있게 하는 ‘열린 마음’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미적 체험을 통해 형성될 수 있는 전
인적이고 총체적인 인간만이 열린 소통을 취할 수 있는 것이다. 감정에 치우친 인
간이나 이성에만 사로잡힌 인간은 아집과 편견에 떨어지게 마련이다. 타인과의 관
계 맺는 속에서 감정에서 이성으로 이성에서 감정으로 자유롭게 전환하는 유희적 
인간만이 소통을 가로막는 벽들을 뛰어 넘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러의 
정식을 수정한 발표자의 마지막은 정식은 큰 울림을 갖는다. “인간은 완전한 의미
의 인간인 경우에만 소통하고, 인간은 소통하는 경우에만 완전한 인간이다.” 

5. 점점 더 많은 것이 냉정한 계산과 교환의 관계로 환원되어 가고 있는 시대, 인간
이 인간을 전면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상대방을 쪼개하고 분해하여 형해화
시키는 데 익숙한 시대, 세계를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못하고 유용성과 화폐를 통
한 간접적 관계에 만족하는 시대 – 실러 자신의 말로 하면 “실재에 대한 필요와 
현실적인 것에 대한 종속”에 매몰된 시대 - 에 실러가 말한 미적 교육과 미적 체
험의 의미는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하게 다가온다. 그리고 실러의 미적 교육을 현대 
한국 사회의 시민 교육과 정치 교육 그리고 소통 교육과 체계적으로 연관시키는 
발표자의 시도는 그 시도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갖고 있다. 

6.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논평자의 우둔함의 탓이겠지만, 미적 교육이 시민 소
통 교육과 실천적으로 연결되는 구체적 고리로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 예견
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가능
하다면 김종영 교수님이 서울대 기초교육원 강의에서 체득하신 경험과 연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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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대학의 커뮤니케이션교육 변천:

 스피치에서 소통으로, 수사학평론과 휴먼커뮤니케이션의 확산

이상철(성균관대)

  I. 서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사회는 정치·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 전후는 미국 커뮤니케이션교육의 변천을 살펴보는데 편리한 시점이
다. 전후 미국은 흑인 인권운동, 여성운동, 베트남전쟁 반대운동 등 개인의 권리와 인
권에 대한 인식이 증대하며 미국식 민주주의가 더욱 확산하며, 산업과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미국식 자본주의의 번창한다.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교육은 개인의 권
리 확산과 민주주의가 수반하는 사회적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회구성원
들 간에 원활한 소통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한편 자본주의의 번창으로 
인해 직업의 다양화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교육은 변화를 겪으
며 1950~60년 휴먼커뮤니케이션이란 새로운 교육분야를 개설한다. 휴먼커뮤니케이션
은 인문학 방법론의 전통을 가진 스피치나 수사학과 달리 사회과학적 연구방법론을 
도입하며 획기적인 발전과 확산을 가져온다. 전통적인 스피치와 토론교육에 바탕을 
둔 수사학교육에서 ‘커뮤니케이션학’이란 이름으로 소통교육은 학제간 학문으로서 자
리매김을 하게 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통교육을 대표하는 학문의 명칭은 스피
치(speech) 혹은 공공연설(public speaking)에서 스피치 커뮤니케이션(speech 
communication)으로, 다시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에서 커뮤니케이션으로 변신하며 관
심사와 영역에 획기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이 발표의 목적은 20세기 후반 미국 대
학에서 커뮤니케이션 교육의 내용, 지향점, 목표와 명칭이 변천하고 확산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치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1915년, National Association 
of Academic Teachers of Public Speaking(NAATPS)에서 1946년, Speech 
Communication Association of America (SAA)로, 1970년, Speech 
Communication Association(SCA)로, 1996년, 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NCA)로 변화하는 과정을 검토하며 미국 대학의 소통교육과 시민성교육
의 변천을 탐구한다 (Gehrke & Keith 2014). 첫째, 20세기 후반 스피치와 토론교육
이 미국 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 교육이 교양교육과정으로서 천착하는 과정과 시민사
회교육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논의한다.  둘째, 수사학 연구부문에서 ‘수사학평론’이 
활성화되며 새로운 분야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을 논의한다. 20세기 후반 시작한 수사
학평론의 연구가 소통과 시민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논의한다. 셋째, 스피치
와 토론교육의 사회 현실에 실천적 방안을 모색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검토하며 시민
사회에 끼치는 영향에 관해 논의한다. 넷째, 1940년대 프로이드의 심리학과 존 듀이
의 시민교육에 영향을 받은 스피치교육은 연사의 심리상태(personality) 혹은 정신상
태(psychoanalytic)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 되고 1960년대 들어와 휴먼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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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II. 소통교육과 시민사회

 초기 미국의 소통교육은 제한된 시민권 안에서 국가가 주도하는 엘리트 양
성에 주목하였으며, 백인 남성 중심의 경제적 자립이 이루어진 계층에 국한되어 이루
어졌다. 19세기 영토의 확산과 인구증가 그리고 경제의 발전은 교육을 대중화하며 시
민의 범주를 확대하고 교육 기회의 평등을 이루어 나가려고 노력하였다. 당시 자유로
운 시민의 범주는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초기 시민에 대한 인식은 영토와 국가
의 한정된 범주에서 담론이 논의되고, 자립할 수 있는 재산권의 여부와 참정권이 연
동되어 있었다. 그러나 19세기 자본주의의 발전과 계급 구조의 변화는 소통 교육의 
대중화를 이루려고 하였으나 2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교육은 더욱 대중화하며 교육을 통한 평등
권은 확산되어 가기 시작하였다. 다만, 시민이 국가, 인종, 성별, 나이, 종교, 자본으
로부터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는 것이라면 시민의 개념은 아직도 정치·사회적 한계
를 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정치 공동체와 자본시장과 기술의 발
전과 변화에 따라 의사소통교육도 변화를 겪게 된다. 1920년대 여성 참정권과 1960
년대 들어와 흑인 인권운동, 베트남전쟁, 자본주의의 발전, 라디오와 텔레비전과 같은 
통신 기술의 발전 등 급속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통교육에도 많은 변화가 일
어난다. 

1950년대 들어와 미국 대학들은 커뮤니케이션이란 용어로 매스커뮤니케이션
학자들과 같은 지붕아래 있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며 분리하기 시작한다. 미동부 대학
들은 스피치와 휴먼커뮤니케이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으며 중서부 지역 대학 중심
으로 성장하기 시작한다. 1958년 미시간주립대학교(Michigan State University)는 
커뮤니케이션대학을 설립하고 커뮤니케이션분야를 확장한다. 1953년, 수사학자인 Jay 
R. Gould는 과학도들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에서 
Technical Communication 석사학위과정을 개설한다.1) 1960년대 들어와 과학과 공
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이 분야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1965년 Gould와 그의 동
료들은 Technical Communication과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Business 
Communication)분야에 최초로 박사과정을 개설한다. 이러한 분야의 확장은 Speech 
Communication Assocaition (SCA)와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ICA)의 회원수가 급증하며 1960년 말에는 커뮤니케이션 관련 학술지가 
8개 넘게 출판된다. 이어서 텍사스대학교, 스탠포드대학교, 미네소타 대학교, 아이오
와대학교, 일리노이대학교, 오레곤대학교, 워싱턴대학교, 조지아대학교, 플로리다대학
교 등 각 지역 주립대학교에서 교육과 연구가 더욱 빠르게 확장된다. 1970~1980년대
에 들어와 대중들과 자본주의 시장의 확산에 따라 커뮤니케이션교육은 자본주의의 영
향을 크게 받게 된다. 사업가인 월터 아넨버그(Walter Annenberg)는 펜실베이니아대

1) Technical Communication의 번역에 어려움이 있다. 이후 Science and Technical 
Communication은 과학커뮤니케이션으로 한국에 소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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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University of Pennsylvania)과 남가주대학교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및 노스웨스턴대학교(Northwestern University)에 커뮤니케이션 단과대
학을 설립을 위해 막대한 재산을 기부한다. 20세기 후반 스피치교육은 공공에서 개인
으로 중점이 이동한다. 지역공동체 사회에서 정보사회로의 변화는 개인의 생활반경이 
확대되는 동시에 설득해야 하는 대상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소통 교육은 이런 변화에 
따라 변천하게 되었다. 1950년대 들어와 통신 기술의 발달로 매스커뮤니케이션학이 
발전함에 따라 매스커뮤니케이션은 사회과학 전통을 중요시하며 스피치커뮤니케이션 
학과와 벗어나 새로운 영역을 구축하며 독립된 학문으로 성장한다. 

한편 미국 건국전후부터 시작한 스피치와 토론교육은 기존의 고대 수사학을 
기반으로 하여 공적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의도적이고 목적지향적인 의사소통방식의 교
육을 목표로 그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스피치와 토론교육은 일대일의 대면관계를 벗
어나 다수의 공중 앞에서 공적인 주제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탐색하는 교육목표를 
우선순위로 하고 있다. 듣는 청중인 공공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로서 올바른 정
보에 노출되었을 때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현재 미국대학에서 스피치와 토론교육은 커뮤니케이션학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이준웅•양승목, 2004). 개설된 스피치와 토론 관련 강좌는 <공공스피
치(Public Speaking)>, <스피치와 토론(Speech and Debate)>, <논증과 토론
(Argumentation and Debate)>, <구술커뮤니케이션(Oral Communication)>, <법정
수사학(Forensic)>,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Business Presentation)>, <수사학 개론
(Rhetoric Tradition)>,  <수사학 평론(Rhetorical Criticism)>등이 있다. 이 가운데 
<수사학 평론>은 심화과정에서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토론의 경우 동아리를 구
성하여 교내외, 국내외, 국제 차원의 토론대회를 개최하고 참여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확산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
해 스피치와 토론을 수행해야 하는 정치·사회적 목적이 다양화 되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기업의 영리를 극대화하려는 목적에서, 다수의 
동의를 얻으려는 후보자로서의 토론, 정책 입안이나 실천을 위한 설득 등 다양한 상
황에서 구술로서 의견을 표출하고 설득해야 한다. 초기 미국 교육이 백인 중심의 권
위주의 중심의 소통교육이었다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미국시민은 평등과 자유로
운 민주정치공동체를 지향하며 인종, 성별, 신분, 출신에서 벗어나 개인의 능력이나 
개인의 인격과 인품을 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다수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스피치와 토론은 이전 시대보다 그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하였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1950년대부터 스피치과목을 대부분 미국대학에서 기초교양과
정으로 개설하고 있다. 미국 대학의 스피치와 토론교육은 민주시민으로서 자신을 견
해를 드러내고 주장을 펼치며, 공동체 사회에서 서로 다른 의견의 존재를 인정하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체험하는 것이다. 미국 대학의 스피치와 토론교육
은 민주시민이 권력의 독점에서 벗어나 시민이 참여하여 통치하는 방식을 추구하고, 
타인의 다양한 의견과 견해를 인정하고, 표현의 자유를 통해 공론화라는 숙의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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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으면서 보다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모색하고 있다. 스피치와 토론교육은 민주
주의 이념과의 연동을 통해 정치 공동체에서 시민의 역할과 권리, 국가 정체의 안정
과 지속의 필연성, 국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주체로서 비지배의 자유, 공동체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으로서의 소명의식, 모든 권력은 시민으로 나온다는 명제,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하는 가치들,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평등과 자유를 누릴 권리에 
대한 생각들로 시민을 통합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스피치와 토론 교육은 무엇이든 표현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의 증진, 이해가 상충되
어 갈등이 발생할 때 적극적인 의견의 개진과 권리의 회복, 구술에 의한 다수의 동의 
획득으로 정당화된 권력과 권한의 위임, 반복된 교육으로 미덕을 형성하고, 미덕을 갖
춘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 시민소통과 교육의 장으로서 개별적 주체
의 존엄성과 다양성의 수용 등 많은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인해 개인과 공동체의 간극으로 파생되는 문제
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문제는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 사이에 어떻게 균형을 맞
출 것인가,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책임감을 어떻게 할당할 것인가, 미덕을 갖춘 시민
이나 정치지도자는 교육으로 키워질 수 있는가, 미덕은 과연 교육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가 등이다. 미국 건국 초기 공화주의 시대는 시민인 개인보다 공공이 우선되고, 
권력이나 압제로부터의 자유, ‘비지배의 자유’가 중심이 된 반면, 자본주의에서는 개
인 혹은 집단의 이익 추구를 위한 상황이 발생한다. 자본시장 개입의 암묵적인 동의
나 침묵이 발생하고 매스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해 정당정치가 약화되어 시민이 스스로 
직접 참여하는 실천행위가 감소하고 이어서 정치공동체에 대한 무관심이 증대하였다.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목적은 영리를 우선하는 기업과 자본주의 안에서 종종 
해체되었다.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중에게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전달되
고 비윤리적인 설득의 방식들이 현실에서 수행되어 공공의 이익이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되었다. 정치적 경쟁과 첨예한 이익의 상충, 자본주의의 확대로 
개인의 이익을 가장한 미덕을 비판하기 위해 스피치교육의 중요성을 재고하게 되었
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사소통의 담론을 비판적으로 분석
하고 연구하기 위해 수사학평론이 활성화 된다. 1960년대의 흑인 인권 운동과 베트남
전쟁 반대운동과 같은 정치적 갈등은 수사학자들이 담론 문화가 사회에 미친 영향력
을 탐색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며 그리고 자본주의의 확산에 따른 기업가들의 담론
과 매스 미디어를 통한 정치인들의 이데올로기와 헤게모니를 분석하기 위해 미국의 
수사학자들은 수사학평론이란 새로운 학문의 영역에 주목한다. 

III. 수사학평론과 시민성
20세기 초반 시작한 수사학평론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학문의 영역으로

서 미미하였지만, 1950~60년대 거치며 미국 수사학교육과 연구의 가장 중요한 분야
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수사학평론은 스피치평론으로 시작하였는바 해당 스피치의 분
석을 통해 공공담론과 사회관계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2) 스피치평론을 



- 5 -

통해 청중 혹은 시민들에게 주요 스피치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려
고 하였다. 스피치평론은 주요 스피치에 나타난 연사, 내용, 기법, 청중, 상징과 사회 
환경 등을 분석하고, 설명하고, 해석하고, 평가하며 시민들이 해당 스피치의 정치·사
회적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1925년, 허버트 위첼런(Herbert Wichlens)은 스피치 평론으로 수사학의 새
로운 지평을 넓힌 선구자로 지목받고 있다. 위철런은 1925년 ‘The Literary 
Criticism of Oratory’에서 연사의 스피치 준비 과정, 내용의 주요 아이디어, 언어의 
기법, 연사의 신뢰도와 평판, 청중의 반응 등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신아리스토텔레스
(neo-aristotelian) 평론 방법을 제시하며 스피치 평론의 새로운 지평을 넓혔다
(Wichelns,1925). 물론 이전에도 주요 스피치에 대한 단편적인 평론이 역사적으로 존
재하였지만, 위철런의 방법론은 체계적인 평론의 방법을 학문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그의 방법론은 기존 문학평론과 구분하는 스피치평론을 제시하
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그의 발표이후 토론의 평론도 등장하는데, 예를 
들어, 마빈 바우어의 ‘Persuasive methods in Lincoln-Douglas debates’와 그레디
스 그레햄의 ‘The House of Lords Debates; the Naval Treaty’등이 있다(Bauer, 
1927; Graham, 1930). 1930~40년대에 심므렐의 ‘H. L. Menken the Rhetorician’, 
에드윈 패젯의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Rhetorician’, 도널드 브라이언트
의 ‘Some Problems of Scope and Method in Rhetorical Scholarship’, 바우어 
알리의 ‘The Rhetoric of Alexander Hamilton’등의 스피치평론에 관한 연구로 이
어진다(Aly, 1941; Bryan, 1937; Simrell, 1927; Paget, 1930). 스피치 평론의 대상
으로 당대 대통령인 우드로 윌슨,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물론 링컨, 에드먼드 버크
(Edmund Burke), 존 칼훈(John Calhoun), 스테픈 더글라스(Stephen Douglas)등 
정치인과 사회 운동가의 스피치를 분석하였다. 도리스 요하캄은 ‘Pioneer Women 
Orators in America’도 여성운동가의 스피치평론도 등장한다. 1930~40년대 스피치
평론은 간헐적이며 단편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스피치평론 방법에 관한 학회포럼도 진
행하였으며 특히 마리 호크무스의 ‘History and Criticism of American Public 
Address’와 로렌 리드 ‘The Perils of Rhetorical Criticism’은 이후 1950년대 폭발
적으로 성장하는 스피치평론 부문의 발판이 된다(Hochmuth, 1943, 1955; Reid, 
1944). 

제2차 세계대전이후 1947년 어네스트 레이지(Ernest Wrage)의 논문 ‘Public 
Address: In Social and Intellectual History’, 1954년 웨이랜드 파리쉬(Wayland 
Parrish)의 논문 ‘The Study of Speeches’, 1965년 에드윈 블랙(Edwin Black)의 

2) Rhetorical Criticism을 ‘수사학평론’이라고 하였다. 수사학평론을 다시 영역하면 Rhetoric 
Criticism이 되며, Rhetorical Criticism은 엄밀히 말해 ‘수사평론’이 된다. 원어를 그대로 차용하여 
사용하면 ‘레토릭 평론’이 아니고 ‘레토리컬 평론’이 된다. 20세기 중반까지 Rhetorical Criticism은 
주로 스피치를 대상으로 비평을 하였으나, 20세기 후반에 들어오면 스피치는 물론 매스미디어 담론, 
문화 텍스트, 영화, 광고, 예술 등의 소통과 설득과정을 분석의 대상으로 확장하였다. Rhetorical 
Criticism을 수사학평론, 수사학비평, 수사평론, 수사비평, 레토릭 평론, 레토릭 비평이라고 할 것인
가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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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Rhetorical Criticism: A Study in Method’ 등은 스피치평론이 수사학의 교
육과 연구의 중요한 분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었다. 

1960년대 들어와 흑인 인권운동으로 인해 연구 대상의 주체가 유명 정치인 
혹은 백인 남성 위주에서 소수인종의 담론에 대한 평론이 확산되며, 1970년대에는 여
성연설가들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며 페미니스트 시각이 평론에서 기능하게 되었다. 
여성과 소수인종의 관점과 시각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며 스피치의 자유(freedom of 
speech)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한다. 

스피치평론은 단순히 연사를 분석하거나, 단순히 스피치가 주어진 사회적 맥
락을 연구하거나, 단순히 스피치 내용에서 나타난 기법이나 전략을 분석하는 것이 아
니라 언어나 상징을 통한 공공의 담론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으로 
발전하게 된다. 스피치평론의 목적은 진실 탐구, 윤리적, 효과적, 미학적, 정치적, 학
문적 평가 범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진실 탐구는 연사의 주장과 근거가 진실에 근
거한 것이라는 것을 탐구하며 평가하는 것이다. 윤리적 목적은 담론의 문화적 가치와 
상응여부 혹은 비윤리적인 언어와 상징조작을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평론이다. 효과적 
평론은 해당 스피치가 사회에 준 영향을 평가하는 것으로 장기적인 관점과 단기적인 
관점을 논하며 평가하는 것이다. 미학적 평론은 언어기법이나 상징 등의 활용의 아름
다움을 기준으로 평론하는 것이며, 정치적 평가는 억압적인 담론을 폭로하거나 소외
된 집단에 목소리를 내기 위한 헤게모니나 권력구조를 평가하는 것이다. 학문적 스피
치평론은 주어진 담론에 대한 비판에 대한 논의를 학문적으로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스피치 평론은 주어진 담론에 관한 이해의 깊이와 폭을 넓힘으로써 시민교
육의 중요한 한 분야라 할 수 있다. 1970년대 들어와 미국 커뮤니케이션학과에서 대
부분 미국 대학에서는 스피치평론 과목을 개설하고 있으며 주로 대학원 과정에서 필
수과목으로 편성하고 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학회가 발간하는 주요 저널인 Quarterly Journal of Speech는 대부분 
논문을 스피치평론으로 주로 게재하고 있다(Black, 1955, 1965). 스피치평론은 지난 
100년 동안 여러 학문 분야로부터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지금도 미국 대학의 
소통교육에서 주요한 교육과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948년, 톤슨과 버드(Thonnsen & Baird)는 1925년 위첼런이 주창한 스피치
평론을 아리스토텔레스의 고전이론을 바탕으로 "Neo-Aristotelian" 이란 이름으로 연
구방법을 부활시켰으나 1960년대 들어와 스피치평론이 다른 학문 분야의 도움을 받
지 않아도 된다는 믿음이 약화된다. Plato, Aristotle, Cicero, Quintillion으로 이어
지는 수사학이론을 벗어난 대체 방안을 찾아야했다. 수사학평론에서 더 이상 ‘설득의 
세 가지 근거와 스피치의 다섯 가지 원리’라는 오래된 공식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였
다.수사학자들은 정치학과 사회학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발휘한 문학평론가
인 케네스 버크(Kenneth Burke)의 개념과 관점은 물론 노스럽 프라이(Northrop 
Frye), 웨인 부스(Wayne Booth) 등의 문학평론가들의 관점을 활용하며 수사학평론의 
지평을 넓혔다. 위버(Weaver), 멕키온(McKeon), 툴민(Toulmin), 페렐망(Perel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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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물론 푸코(Foucalt), 하버마스(Habermas), 바르트(Barthes)를 포함한 유럽의 사상
가들이 제시한 수사학에 관한 이론과 관점을 활용하여, 신화 비평, 장르 비평, 서사구
조 비평, 드라마 비평, 정신분석 비평, 언어분석 비평, 페미니스트 비평, 메타포 비평, 
이데올로기 비평, 포스트모던 비평 등 평론의 다양한 방법론을 확대하였다. 수사학평
론은 더 이상 스피치나 현실 문학의 텍스트에만 국한하지 않고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한 정치 담론, 연극, 영화, 광고, 그래픽 아트, 건축물 등으로 까지 비평의 대상을 
확대하였다. 

수사학평론은 시민들에게 발언자의 의도를 더욱 알 수 있게 하며, 화자가 바
라는 청중의 반응 불러일으키기 위한 기술은 무엇이며, 사전에 계획된 목적이 무엇이
며, 어떠한 방법으로 청중의 생각이나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 가를 드러내며 시민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사학평론은 공동체 사회의 특정 상황에 적합한 수사
적 행동이 무엇인가를 인식하게 하며, 나아가 집단의 의사결정을 구하는 과정에서 시
민의 역할과 능력을 배양한다. 이러한 시민성은 특정 상황에서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
기 위해 소통을 통해 보편적인 결론을 도출해 내고 진실과 좋은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본질적이며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시민들은 주어진 담론들의 논증을 살펴보며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나, 상대의 주장을 반대하고 논박을 하는 과정에
서 이성적 근거나 논거가 무엇인가를 탐색하는 데 도움을 준다. 민주사회에서 다양한 
집단 사이에 발생하는 차이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스피치와 토론과 같은 담론은 사
회적이고 언어적인 수단인 것을 이해하며, 담론의 절차적 정당성을 주목하게 한다. 특
히 인권 운동가와 사회운동가들의 담론들이 인간의 천부적 권리와 인권에 어떠한 영
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탐색한다. 또한, 비즈니스 지도자들의 담론에서 자본경제 관점
에서 개인이나 집단이 영리의 확대를 위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활용하는가에 대한 
비판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세계화시대인 근래 펼쳐지는 사안은 미국의 개별 
주 혹은 연방 차원을 넘어 여러 국가들과 관련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요즈음 담론
들은 국가 간의 분쟁, 시민의 자유로운 이주, 무역마찰, 환경문제, 자연문제 등 다양
한 범주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스피치와 토론교육 그리고 수사학평론 연구는 
세계화시대의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세계시민성’과 ‘세계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을 
더욱 기울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피치와 토론교육 그리고 수사학평론 연구는 
정치공동체의 덕망 있는 자유로운 시민을 육성하는데 노력을 더욱 배가해야 할 시점
이다. 

IV. 스피치와 토론교육의 실천과 시민사회
미국 상원은 2016 년 3 월 15일을 ‘전국 스피치와 토론 교육의 날’(National 

Speech and Debate Education Day)을 선포하며 커뮤니케이션 교육, 스피치와 토
론 교육을 통한 소통과 시민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S. Res. 398, 2016). 스
피치와 토론교육은 미국에서 소통과 시민성 교육의 중심에 서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스피치와 토론 그리고 레토릭 분야에서 새로운 방향을 찾고자 하는 일명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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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대’ (Progressive Era)에 개혁자들은 신고전주의 레토릭 (neo-classical 
rhetoric)을 재조명하며 스피치와 토론 교육이 시민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강조
하였다. Chautauqua에 참여하는 다양한 형태의 스피치와 토론 교육이 사회와 접목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Hogan, 2010).3) 두 차례의 세계 대전과 냉전을 거치며 스피
치와 토론 학자들은 민주주의와 스피치와 토론 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강화하였다. 신
고전수사학의 규칙과 이론을 바탕으로 브리건스 (Brigance, 1961)는 ‘민주주의와 스
피치와 토론은 함께 탄생했다’(p. 4). 브리건스는 고대로부터, “시민들이 효율적이며 
지적이고 책임감 있는 화자 혹은 연사가 되지 못하면 결코 성공적인 민주주의를 경험
하지 못한다.”라고 천명하였다. 미국 민주주의의 실천은 ‘말하고 토론을 할 줄 아는 
시민’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고 그리고 합리적 판단"을 할 줄 아는 
시민을 육성하는 것이라며 소통을 강조하였다.

1946년 결성된 전미시민회의(National Conference on Citizenship)은 2010
년 컨퍼런스에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감소된 민주주의’(Skocpol, 2003)로 심지어는 
‘위험에 처한 민주주의’(Macedo et al., 2005)로 변질되고 있다며 스피치와 토론 교
육의 르네상스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천명하였다. 미국 의회의 지원을 받는 이 단체는 
‘시민 건강(civic health)’라는 지수를 개발하여 민주주의와 시민성에 대한 문제를 지
속적으로 탐구하며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커뮤니케이션 교육자
와 연구자들은 스피치와 토론 교육과 소통교육이 시민성에 미치는 영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펜실베니아주립대학교는 미국정부의 인문학진흥기관인 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 (NEH)의 지원을 받아 2006년 Center for 
Democratic Deliberation을 설립하고 커뮤니케이션 교육 특히 소통교육이 시민성과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다.  

2012년 미국 교육부는 시민교육의 활성화와 혁신을 위해 National Task 
Force on Civic Learning and Democratic Engagement를 통해 연구한 결과를 
“A Crucible Moment: College Learning and Democracy’s Future”라는 저서로 
발간하였다.  미국 시민교육을 위해 전공 분야를 넘어 포괄적인 접근을 한 이 저서에
서 민주주의 확산을 위해 도전적이며 실천적인 교육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프로
젝트에 참여한 커뮤니케이션 연구자들과 교육자들은 스피치와 토론교육이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와 시민성의 교육에 중요함을 재인식하고 실천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 기존
의 스피치와 토론교육이 효율적인 화자, 올바른 정보를 탐색, 논리적 전개, 비판적인 
청취자가 되는 교육을 목표를 바탕으로 공동체에 실천적으로 참여하며 시민성을 기르
는 교육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스피치와 토론을 학습함으로써 논리적 근거 활용, 
효과적인 전달, 책임 있는 시민성을 경험하고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 하였다. 의사표현의 자유를 체험하기도 하며 한편 과다한 홍보, 광고, 그리고 선전

3) Chautauqua는 19 세기 말과 20 세기 초반에 인기 있는 미국 어른들을 교육 운동이었습니다. 
Chautauqua 모임은 1920 년대 중반까지 농촌 지역에서 활성화 되었다. Chautauqua는 연설자, 교
육자, 설교자들의 강연 등이 주를 이루었으며 음악가, 배우,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하며 공동체를 위
한 교육, 오락, 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친 운동이었다. 미국 Lyceum 운동의 후신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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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제기되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에 비판적으로 대응하는 힘을 기르는 소통교
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 관여한 스피치와 토론교육자들은 학생들을 공동체의 관심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하며 시민교육을 강화하려고 모색하고 있다. 스피치와 토론
교육을 시민교육 프로그램에 통합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려고 노력하며 
스피치와 토론 교육을 통해 시민교육을 부활시키고 재창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마
크 흘라바치크(Mark Hlavacik, 2012)는 이를 위해 미국 토론교육의 현황을 조사하며 
문제점을 제기하며 새로운 토론교육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미국대학에서 토론교육 프
로그램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오히려 토론교육 프로그램들
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흘라바치크는 미국
대학 행정가들이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토론교육 프로그램은 인기가 있으며 잘 진행
되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 더 이상의 지원이나 개혁을 하지 않
으려는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행정적인 제도의 개선을 제시하였다. 따니
엘 리크 (Danielle Leek, 2010)는 스피치와 토론교육을 통해 정치적 학습과 실제 시
민참여(civic engagement)를 증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스피치와 토론교육은 학
생들이 보다 공동체의 관심사에 정치적으로 참여를 증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참
여 학생들의 자원 봉사정신과 자선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을 논의하며 학생
들의 공동체 관심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을 논의하였다. 조
셉 로딧과 동료들은(Joseph Roidt et al, 2012) 시민참여도를 나타내는 시민적 습관
과 성향(civic habits and disposition), 정치 지식(political knowledge)을 관찰하고 
미국 대학생들이 시민성이 부족(civic deficit)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
해 1학년들에게 토론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데이비스와 엘킨스 
(Davis & Elkins, 2011)는 시민교육의 강화를 위해 대학 1학년 토론교육에서 통합적
인 교과과정 모델을 제시하였다. 토론교육과 시민성 교육방안의 이러한 연구자들의 
노력은 사회적 실천으로 이어지게 된다. 멕킨토시와 밀람 (Jonathan McIntosh & 
Myra Milam, 2012)는 고등학생들의 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해 Urban Debate 
League에 직접 참여하여 시민성을 배양하는 교육방안을 제시하고 소통과 시민성 교
육의 실천방안으로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 Urban Debate League는 사회적 불평등
과 빈곤과 같은 논제로 토론을 하며 공동체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는 고등
학생들에게 특화되어 있는 토론프로그램이다. 고등학생들이 토론에 직접 참여하여 사
회문제를 직접 인식하고 사회를 직접 체험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토론하는 프로
그램으로 토론교육과 시민성 교육을 연계한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미국의 40여개 주
가 고등학생들의 Urban Debate League(UDL, 도심토론리그) 참여를 주정부의 공식
교육과정으로 (the Common Core State Standards: CCSS) 인정하고 지원하는 프
로그램이다. 

Urban Debate League는 미국의 대도시 고등학생 정책토론연합이다. UDL
은 일반적으로 미국 전역의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로 소수민족 학생들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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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고 있다. 1960년대 미국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의 토론연합회 전국적 규모로 급
성장하였는데 National Forensic League(NFL)가 가장 큰 연합이었다. 동부 중심으
로 시작하여 전국규모의 연합회가 급성장하였지만 지역과 소수 인종 중심의 토론연합
회도 결성하였지만 제도적 지원은 미미하였다. 1965년에는 테네시 주 내슈빌에서 
Metro Forensic League를 결성하여 스피치와 토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지역
중심 프로그램들 중 많은 부분이 기존의 전국토론연합에 통합되었지만 일부는 지역화
하여 지속되었다. 1980년대 초 스피치와 토론 교육자들은 기존 전국토론연합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고 도시지역에서 생활 현안들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주류사회로부터 소
외된 불우한 집단을 위해 현실문제에 대한 실천적 논의를 토론을 통해 확대할 필요성
을 인식하였다. 미국 대도시의 도심 학교 학생들은 재정적 한계와 취약한 사회제도로 
인해 전국토론연합에서 배제된 상황이었다. 스피치와 토론 교육자들은 UDL 토론프로
그램이 미국의 도시에서 폭력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 될 수 있으며 교육부문의 불평등
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인식하며 시작되었다. 1984년 디트로이트의 Wayne 
State University 레토릭 교수 조지 지그뮐러(George Ziegelmueller)가 사회·경제적
으로 불우한 고등학생들이 자신들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방과 후 시민
참여 공개토론회를 개최한 것이 그 시초이다. UDL은 1990년대 초 National 
Forensic League(NFL)와 Phillips Petroleum의 재정적 지원을 받기도 하였으며, 
1997년부터 조지 소로스가 설립한 Open Society Institute(OSI)로 부터 상당한 규모
의 기부금을 제공받고 있다. 2015년까지 연인원 5만 여 명 이상의 도시 공립학교 학
생들이 UDL 토너먼트에 참여하며 시민성 교육을 함양하고 있다. 

V. 스피치에서 휴먼커뮤니케이션으로 그리고 시민성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의 대학은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정치학, 사

회학, 경제학, 언어학, 인류학, 지리학과 같은 많은 분야에서 급진적이고 급격한 변화
가 일어나며 전통을 고수하는 연구자와 새로운 사회과학 방법론을 추구하는 연구자들 
간의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Ref). 새로운 사회과학자들은 인간의 행위를 경험론적이
고 실험적인 사회과학 방법론으로 연구하기 시작함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연구도 시대
의 조류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학문의 세분화로 이어지며 스피치 커
뮤니케이션도 새로운 시대적 상황을 맞게 학문의 세분화와 다양한 길을 걷게 된다. 
급변하는 사회과학의 영향으로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은 이전에 그들에게 알려
지지 않았거나 그들의 연구 분야의 밖이라고 생각했던 분야에 관심을 가지며 교육과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였다. 

Robert Oliver, Elwood Murray, Raymond Howes는 ‘conversation’ or 
‘private speaking’에 관심을 가지며 대인 커뮤니케이션(Interpersonal 
Communication) 분야 연구에 초석을 닦기 시작한다(ref). 사회 심리학 분야를 접목
하며 대인 관계에서 의사소통의 역할에 관심을 집중한다. 한편 1930~40년대 논의를 
시작한 ‘discussion’을 발전시켜 ‘소그룹 연구(small group)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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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Bales, Homans, Hare 및 Shepherd는 근로자의 작업에서 의사소통의 중요성
을 인식하며 그룹의 의사 결정이 대화와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연구
하기 시작하였다(ref). 전쟁 후 자본시장의 발전으로 인해 ’Business speaking’ 
‘Organizational Communication’등의 과목을 신설하며 새로운 환경에 부응하며 전
통적 수사학과 스피치에서 커뮤니케이션이란 보다 광범위한 영역으로 교육과 연구의 
관심을 확산한다. 대인관계에서 원할한 의사소통과 소그룹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토
론, 그룹의 역동성, 그룹의 정서적 응집력, 갈등 해결 및 리더십과 같은 주제를 다루
며 그 영역을 넓혀나간다. 그러나 이러한 영역은 원래 수사학의 영역이 아니라는 인
식이 강하여 타 분야와 연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언어학, 사회심리학, 문화
인류학, 경영학, 행정학, 사회학등과 교류하며 광범위한 학제간 연구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위의 각 학문 분야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지만 자신들 학문의 주관심사
가 아니어서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이론을 적극 수용하며 자신들의 분야를 확대·발전
시킨다. 특히 1960년대를 거치며 휴먼커뮤니케이션은 전통의 수사학 영역을 벗어나 
타 학문과 연계하여 양적 연구인 사회과학 연구방법론을 수용하며 급속히 성장한다. 

대표적으로 벨로 (Berlo, 1960)의 ‘The Process of Communication’은 휴
먼커뮤니케이션의 개념과 이론을 닦는 초서가 되었으며 학제간 연구의 중요성을 재인
식시켰다. 벨로의 휴먼커뮤니케이션 이론과 개념에 관한 연구는 이전 수사학자들인 
위난(Winans), 위뱅크(Ewbank), 아우어(Auer)의 연구를 기초로 하고 있다. 휴먼커뮤
니케이션은 20세기 초반 스피치교육에 주요 용어로 새로 떠오른 것이 정신 분석학으
로 출발하였다. 1928년 미네소타 대학교 브링 브링젤슨은 “스피치는 중요한 사회적 
수단이며 도구이다. 그런데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 스피치 
결함이 있는 사람들의 정신분석이 중요하다. 이러한 시민들은 사회 활동은 물론 사회
적응에도 문제가 있다. 결국 스피치 부적응자는 사회적 부적응자가 될 확률이 높다. 
이러한 결함은 구조적 사회적 결함일 수 있다. 이를 위해 스피치 교육은 정신분석학
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연사의 정서적 사회적 환경을 이해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도
록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Bryng Bryngelson, 1928). 브링겔슨은 인
간의 소통은 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전제로 사회 환경과 연사와의 관계에 관
한 교육과 연구의 지평을 넓혔으며 이후 휴먼커뮤니케이션에서 대인커뮤니케이션으로 
발전하는 바탕을 제시하며 평생 심리학과 스피치의 관계를 연구한다. 노후인 1964년
에는 “Personality Development Through Speech”를 책을 저술한다. 

미네소타 대학의 동료 웨인 모스 교수의 주장 또한 심리학의 영향을 받은 중
요한 근거 중 하나이다. 웨인 모스는 ‘The Mental Hygiene Approach in a 
Beginning Speech Course’ 논문에서 “스피치 교육은 단지 스피치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고 천명한다(Wayne Morse, 1929). 모스는 스피치 교육의 중요한 목적은 학
생들의 정신을 함양하여 행동과 태도에 변화를 주는 것이며 그들이 처해있는 정치·사
회적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주장하였다. 프로이드의 영향
을 받은 이들 스피치 교육자들은 1920년대 말에서 시작하여 1930~50년대에도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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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발표하는데, 예를 들면 아이오와 대학의 가릴즈 그레이의 ‘Gestalt, Behavior, 
and Speech’, 미네소타 대학의 프랭클린 노우어 ‘Psychological test in public 
speaking’, 덴버 대학의 엘우드 머레이 ‘Speech training as a mental hygiene 
method’, ‘Speech standards and social integration’, 스탠포드 대학의 버지니아 
맥그리거 ‘Personal development in beginning speech training’등이 있다 (Gray, 
1929; Kower, 1934; Murray; 1934; MacGregor, 1934). 심리학의 영향을 받은 이
들 학자들은 엘로쿠션니즘(elocutionism) 중심의 스피치 교육을 반대하며 스피치와 
인격 교육, 인성 교육, 시민성 교육, 소통 교육도 병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정신분석학을 접목한 스피치 교육은 1967년 와츨라비크, 비빈, 잭슨(Watzlawick, 
Beavin, & Jackson, 1967)이 저술한 ‘Pragmatic of Human Communication’으로 
이어지고 1970년부터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대인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가 크게 
활성화된다. 

1960~70년대 휴먼커뮤니케이션 연구는 사회과학적인 방법론을 채택하며, 커
뮤니케이션학을 대중 설득에서 대인 소통교육으로 확산하였다. 1970년대와 80년대 
휴먼커뮤니케이션 분야는 다시 소그룹 커뮤니케이션, 조직 커뮤니케이션, 문화간 커뮤
니케이션, 헬스커뮤니케이션 분야로 학문의 단위로 천착한다. 소그룹과 조직 커뮤니케
이션은 경영학과 깊은 관련을 맺으며 직업 환경에서 혹은 경영 조직에서 효율적인 소
통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문화간 커뮤니케이션은 사회 심리학과 문화인류
학과 깊은 유대를 맺으며 타문화의 특성을 학습하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원
활히 할 수 있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국내 다양한 하위문화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의 소통을 전제로 ‘보편적 시민성’과 ‘세계 시민성’을 함양하는 것으로 목표
로 하고 있다. 20세기 후반 미국 대학에서 휴먼커뮤니케이션과 수사학의 교육과 연구
가 서로 다른 연구방법론을 주로 채택하면서도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대학의 
주요한 학문 단위로 자리매김하며 전공 교육은 물론 교양교육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학문의 다양화와 세분화는 현재 발간되는 학회지를 살펴봐
도 알 수 있다. 1996년 Speech Communication Association에서 이름을 바꾼 
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은 1915년 시작하여 지금까지 발간하고 있는
‘The Quarterly Journal of Speech’는 1934년까지 전국규모의 유일한 소통 관련 
학회지였으나, 1934년 ‘Speech Monographs’이 연례간행물로 출간하기 시작하였고 
1982년 ‘Communication Monograph’로 명칭이 바뀌어 계간지로 발간하고 있다. 
1952년 처음 출간된 ‘Speech Teacher’는  현재 ‘Communication Education’으로 
바뀌어 발간하고 있으며, 1962년 ‘First Amendment Studies’은 ‘Free Speech 
Yearbook’으로 발간되고 있으며, 1973년 ‘Applied Communication Research’의 
출간을 시작하였고, 1980년에는 ‘Text and Performance Quarterly, 1984년에는 
‘Critical Studies Mass Communication’, 1986년 ‘Speech Communication 
Teacher’, 1997년 ‘Rhetoric and Public Affairs’, 2001년 ‘The Review of 
Communication’, 2004년 ‘Communication and Critical/Cultural Studie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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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등 총 11
개의 학회지를 발간하고 있다. 이는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학
회가 발간하는 학술지를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미국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교육이 변
천하는 과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 소통교육이 성숙한 민주시민성을 함양하며 나아가 
‘보편적 시민성’ ‘세계 시민성’을 양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살펴보았다. 20세기에 
다양하게 전개된 미국대학의 소통교육과 연구에 대한 고찰은 스피치와 토론교육, 소
통교육, 휴먼커뮤니케이션 교육이 미비한 우리나라 대학의 소통교육의 방향과 지향점
에 관한 논의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토론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대학의 커뮤니케이션교육 변천 :
스피치에서 소통으로, 수사학평론과 휴먼커뮤니케이션의 확산-이상철(성균관대 학부대학)

전영란(성균관대) 

   연구자는 오랫동안 미국 대학의 스피치와 토론, 커뮤니케이션교육이 건국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
기까지 정치, 사회, 사상적 변화와 함께 어떻게 변동되어 왔는지 통사적 관점에서 조망하고 있다. 
특히 이번 연구는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현재까지 정치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미국 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교육의 변화, 확산하는 과정을 탐색하였다. 제시한 4개의 연구문제는 커뮤니케이션 교
육이 대학 교양교육과정으로 안착하는 과정과 시민사회교육으로 확산되는 과정, 수사학평론의 활성
화, 사회 현실에 적응하는 실천적 방안으로서 교육의 역할, 정신분석학•심리학과의 조우로 인한 학
문의 다양성 등을 조명하고 있다. 연구문제는 각기 분리되어 수행해도 될 만큼 방대한 영역인데 연
구자가 시대의 사상과 시선을 아우르면서 적확한 통찰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
리나라 대학 교육이 처한 현실과 난제들을 풀어내는데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본 연구의 의미
가 있다.    
   양차세계대전을 계기로 미국은 세계의 경제적 패권국가로서 공고해 졌으며, 산업과 기술이 급속
하게 발전하면서 미국식 자본주의가 이후 사반세기 동안 ‘황금시대’를 맞이한다. 1980년대 신자유주
의는 국가의 기능을 축소하고 원경국가로서의 역할을 주문한다. 기업은 탈규제를 요구하고, 개인은 
스스로 책임지는 환경으로 바뀌어 간다. 근래의 미국보호주의는 자국의 이익을 가장 우선하는 방향
으로 선회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영리를 우선하는 기업과 자본주의 안에서 공공의 선은 종종 해체
되었다.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중에게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전달되거나 비윤리적인 설
득의 방식들이 현실에서 수행되어 공공의 이익이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자본주의는 초
기 미국의 공화주의가 표방했던 사상과 파열음을 내고 있는데, 연구자가 적시하듯 “문제는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 사이에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가,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책임감을 어떻게 할
당할 것인가”에 대한 해명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한다. 
   시민의 참여는 다양한 양태로 드러나고 있다. 1950년대 이후 교육의 대중화는 깨어있는 젊은 시
민을 육성하는 계기가 되어 1960~70년대 흑인인권운동, 여성운동, 베트남전 반대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다. 이외에도 공동체 관심사에 시민참여를 이끌어내는 다양한 교육 방안이 고안되어 실행되고 
있는 바, 교육의 대중화, 교양교육으로서의 안착이 시민육성에 지대한 공헌을 했으리라 추론한다면 
관련 내용을 ‘시민’이라는 항목에 모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반면 본문에서 “시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실천행위 자체에 대한 거부가 일어나 정치공동체에 대
한 무관심이 발생한다. 스피치교육 또한 공공에서 개인으로 중심의 이동을 알 수 있다. 개인의 권리
와 자유는 개인적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스피치로 변화되었다.”거나 2010년 ‘감소된 민주주의’, ‘위
험에 처한 민주주의’로 스피치와 토론 교육의 르네상스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또 미국 대학생
들의 시민성 부족 문제와 해결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교육의 방안들이 ‘세계 정치공동체의 덕
망있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시민을 육성’하는데 어떤 역할과 성과가 있는지 답변을 요청한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평화 레토릭 구축 기제 분석 

: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관련 청와대 공식 연설 자료를 중심으로 

박성희, 조희정(이화여대) 

1. 들어가며  

현대 올림픽 게임은 훌륭한 문화,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의미와 함께 글로벌 대규모 

행사(global mega-event)로 발전되었다. 204개국에서 11,000명 이상의 선수들이 경쟁한 2008년 베

이징 올림픽(2008 Beijing Olympics)은 전세계 47억명 텔레비전 시청자들이 지켜보았으며, 이는 전 

세계 인구의 약 70%를 차지한다. 이렇게 현대 전세계인들의 대규모 이벤트로 발전하게 된 올림

픽의 정의와 목표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국제 올림픽 위원회(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는 올림픽 운동(Olympic Movement)

의 목표를 우정, 연대, 정정당당한 시합과 더불어 상호 이해를 필요로 하는 차별 없는 올림픽 정

신에 기반한 스포츠를 통해 평화롭고 더 나은 세상의 건설에 기여하는 데 있다고 정의 내린다. 

올림픽 헌장(Olympic Charter)(2018)은 올림픽 경기와 평화 사이 명백한 관계를 결부 짓고 있다. 

올림피즘(Olympism)의 근본 원칙 중 하나로써 “평화로운 사회를 촉진시키는 것(promoting a 

peaceful society)”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국제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의 

사명과 역할(Mission and Role of the IOC)” 중 하나로는 “관할 공공 또는 민간 단체 및 당국과 인

류 봉사에 스포츠를 두어 ‘평화를 증진'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정의를 고려

해 볼 때, 올림픽이 ‘평화’라는 단어와 연관되는 것이 낯선 일은 아니다. 결국 올림픽 대회의 목적

은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자질의 발전을 도모하고, 보다 발전되고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하는데 

이바지하여 전 세계에 올림픽 정신을 보급하여 국제 친선을 도모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2018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17일간, 2018년 3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 간 ‘하나 된 열정

(Passion. Connected)’이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도 평화

와의 관계에 있어서 예외는 아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평창올림픽 개회식

은 ‘행동하는 평화(Peace in Motion)’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코리아’ 한반도기를 들고 통산 

10번째인 남북 공동 입장을 하였으며,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또한 감행하였다. 이처럼 전

세계에 ‘평화’올림픽으로 알리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외신들 사이에서도 ‘평화’올림픽으로 

인정받고 호평이 쏟아졌다. CNN방송의 경우 “스포츠와 정치를 동등하게 섞어놓은 올림픽이었다”

며 “2018년 평창이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고 하였으며, 로이터통신의 경우, “선수들이 함께 춤추

고 노래하며 활기찬 폐회식이 거행됐다. 한국이 치른 ‘평화제전’이 막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도 DPA 통신은 “올림픽 게임이 분단된 한반도에서 정치적 화해를 위한 움직임을 불러일으켰

다”고 강조하였고, AP통신은 “하나된 한반도가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의 모든 조명을 받았다”, 뉴



욕타임즈는 “오래고 끈질긴 외교 노력이 평화 올림픽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등, 외신들 사이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은 ‘평화’를 위한 성공적인 한 걸음으로써 받아들여졌고,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2018년 평창올림픽은 ‘평화’올림픽이라는 이름이 익숙하리만큼 전세계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렇듯, ‘평창동계올림픽’은 ‘평화’올림픽이다라는 공식이 성립될 만큼 ‘평화’와 밀접한 관련성

을 띠며, 그 기반으로 평가 및 전파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올림픽 관련 청와대 공

식 연설 자료에서는 ‘평화’ 메시지를 전세계에 전달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다. 많은 공식 연설 자료들 중에서는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올림픽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였을 

때, 올림픽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은 연설문 세 가지; 2018년 2월 5일 제 132회 IOC(국제올림픽

위원회) 총회 개회식 축사, 2018년 2월 9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사전 리셉션 환영사, 2018년 

3월 9일 평창 동계패럴림픽 개회식 사전 리셉션 환영사를 채택하였고, 위 세 가지 연설문에서의 

‘평화’ 언급 빈도수를 살펴보았다. 빈도수를 살펴 본 결과, 제 132회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 

개회식 축사에서는 ‘평화’를 14번 언급하였고,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사전 리셉션 환영사에서는 

‘평화’를 11번 언급, 평창 동계패럴림픽 개회식 사전 리셉션 환영사에서는 ‘평화’를 9번 언급하는 

것으로 ‘평화’의 반복된 사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평화’ 단어의 빈도수만을 가지고 연

설 자료의 평화 수사학적 관계를 분석하기에는 한계를 느꼈으며, 수사 비평 방법 중 하나인 판타

지 테마 분석 기법(Fantasy Theme Analysis)을 활용하여, 평창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으로 구축 된 

그 과정과 그 이면의 기재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유추 및 분석해보고자 한다. 실제 평화 레토릭 

구축이 어떠한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분석은 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하는 것

으로 중요한 연구주제로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이론적 배경  

1) 올림픽 레토릭 (Olympic Rhetoric) 

올림픽 경기의 목적은 올림픽 정신에 기반한 스포츠 경기를 통해 보다 평화롭고 더 나은 세

상의 건설에 기여하는 것이다. 국제 스포츠 대회가 국가 간 평화를 촉진시킨다는 신념은 고대 그

리스 올림픽 게임 중 보급되었던 올림픽 휴전(Olympic Truce)의 전설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현대 

올림픽 운동(Olympic Movement)의 창설자인 프랑스인 귀족 피에르 쿠베르텡(Pierre de Coubertin)

의 노력으로 나타났다(Hoberman, 2011). 이렇듯, 올림픽 이데올로기는 스포츠 정신에 기초를 둔 

한 사회적 평등과 평화로운 공존을 주장하지만, 이러한 올림픽 이데올로기는 우리로 하여금 사회

적 현실, 현실 세계로부터 멀어지도록 한다. 우리가 올림픽을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초월적인 스

포츠, 형이상학과 이상적인 요소들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실제 의미를 간과하게 되며, 올림픽 정

신에 입각하되 이를 넘어선 레토릭 구축을 찾아볼 수 있다(Patsantaras, 2008).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의 경우, 히틀러(Adolf Hitler)는 패권주의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신념으

로 독일의 아리안 민족주의(Aryan Nationalism)를 장려하는 무대로 사용했으며, 독일 정신을 고취

시키고 독일 청소년들 사이에 단결을 심어주는 방법으로 사용되었다(Bachrach, 1936). 그 당시 올

림픽 게임은 “약자, 유대인 및 다른 바람직하지 못한 이들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여겨졌으며, 당

시 많은 유대인과 집시들이 스포츠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전 세계의 정부가 국가적 

명성을 강화하고 국제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권력과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스포츠 행사를 이용한

다(Hill 1992; Senn 1999; Grix 2013)는 것은 역대 다른 올림픽 사례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1932년 로스엔젤레스(Los Angeles) 올림픽의 경우, 올림픽을 이용하여 관광객과 정착민을 남

캘리포니아로 유인하려는 데 활용하고자 하였다(Nafziger, 1977). 2012년 런던 하계올림픽 개막식

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개회식에서 국가이미지의 방대한 사용과 런던 게임 조직과 민족주의 간

의 관계는 학술적 관심을 받았다(Falcous and Silk, 2010).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 사례의 경우, 이

전의 올림픽 장소에서 이보다 많은 개발이 필요한 적이 없었고, 올림픽 프로젝트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재정적 저당금은 2014년 소치 올림픽을 올림픽 역사상 가장 비싼 동계올림픽으로 만들었

다(The Economist, July 13, 2013). 그 프로젝트 이면에 있는 동기는 경제적 측면을 넘어서서: 푸틴 

정부 하에서 러시아의 발전 전략의 전형으로, 2014년 소치 올림픽은 이미지 구축을 목표로 러시

아 정부가 추구 한 높은 수준의 메가 프로젝트를 분명히 보여준다(Alekseyeva, 2014). 2014년 소

치동계올림픽 사례를 기반으로 러시아의 메가 프로젝트를 통한 정치적 경제를 분석한 기존 연구

는 러시아의 지도자들이 올림픽 레토릭을 활용하여, 러시아의 전반적인 상황을 정당화하는 데 도

움이 되는 방향으로 올림픽 행사를 활용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2) 판타지 테마 비평 (Fantasy Theme Criticism)    

판타지 테마 분석은 어니스트 보어만(Ernest Bormann)이 제안한 것으로, 보어만의 판타지는 

‘어떤 사건에 대한 창의적이고 상상적인 해석’을 의미하며, 판타지 테마는 의사소통에 있어서 해

석이 이루어지는 수단이다. 판타지 테마는 과거의 사건을 해석하거나, 미래의 사건을 계획하거나, 

그룹의 실제 활동에서 시공간이 제거 된 현재 사건을 묘사하는 단어, 구문, 또는 진술을 말한다

(Foss, 1996).  

판타지 테마 분석과 상징적 수렴 이론(SCT, Symbolic Convergence Theory) 분석은 경험을 직

접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의사소통의 다른 극적인 접근법들(dramatistic approaches)

과 다르며, 판타지 테마 분석은 오히려 과거, 미래, 또는 다른 장소에서 이벤트들을 극적으로 묘

사하는 메시지에 주목한다(Bormann, 1980). 판타지는 사건의 각색이지, 연설자와 청취자의 지금과 

지금의 경험(here-and-now experience)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상징적 수렴 이론의 중요한 

요소이다. 수사학적 환상을 담고 있는 메시지는 이야기의 틀에서 사건을 다루고, 그 결과에 대해 

체계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해석을 제공하며, 연사는 동기, 목적 및 원인을 이야기 속



의 사람들에게 돌리고, 사건을 의미 있는 일련의 사건들로 채우게 된다. 판타지는 항상 사건에 대

한 체계적인 예술적 설명을 제공하며, 사회적 현실을 창출하게 된다. 이렇기 때문에, 상징적 수렴 

이론에서 환상은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존재해야 하며(Cragan, 1992), 공통된 집단 의식을 

통해 판타지 테마가 연쇄적 확장(chain-out)되기 시작한다. 공유하는 그룹 의식은 판타지 테마가 

연쇄적 확장을 하기 위해서, 수사학 공동체 내에 존재해야 하며, 보어만은 이러한 연쇄적 확장 과

정을 통해, 사람들이 새로운 비전을 창조할 때, 그들의 삶은 새로운 의미와 감정을 취하고 그들의 

행동 변화를 낳게 된다고 설명한다(Bormann, 1996). 보어만은 판타지 테마 분석은 수사학 비평의 

인본주의적인 방법(humanistic method)이라고 말한다(Bormann, 1982). 

 그룹의 관점에서 세계를 묘사하는 판타지 테마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해볼 수 있

다. 판타지 테마를 구성하는 단어가 위치하는 시간과 공간을 분석하는 배경 테마, 단어를 말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주목하는 방법인 인물 테마, 그리고 배경과 인물이 만들어 내는 이야기 구성

을 의미하는 행동 테마가 그 세 가지 유형이다(박성희, 2017). 즉,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말을 

통해 구성원들을 통합시킬 판타지를 구성하는지가 판타지 테마 분석의 기본 요소라고 할 수 있겠

다.   

판타지 테마 분석은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 유용한 도구로써 사용 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인질 석방과 레이건(Reagan)의 취임 관련 텔레비전 보도를 판타지 테마 비평을 이용하여 텔레비

전 보도에 있어서 위 사건의 드라마화가 어떻게 사회적 현실을 창조해내는지 분석해 본 연구 

(Bormann, 1982), 클린턴(Clinton)-르윈스키(Lewinsky)-스타(Starr) 사건에 관한 정치적 만화를 판타

지 테마 분석하여, 다중 독립적인 수사학자들(rhetors)이 수사학적인 비전을 창출할 수 있으며, 이

러한 메시지는 매우 시각적이며, 일반적으로 비판적이고, 은유와 암시를 자유롭게 사용하여, 여러 

해석과 판타지 테마를 독자들에게 널리 퍼뜨려 접근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음을 다룬 연구(Benoit, 

2001), “사회과학자 수사학에 있어서 역설적인 “동성애”의 견해: 판타지 테마 분석으로(Paradoxical 

Views of “Homosexuality” in the Rhetoric of Social Scientists: A Fantasy Theme Analysis)”라는 제목

으로, “동성애”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함축된 의미를 사회과학자들의 출판 된 에세이와 책들을 기

반으로 분석한 연구도 있다(James, 1980).  

 

3. 연구문제 

본 논문은 상기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판타지 테마의 세 가지 유형 1) 배경 테마, 2) 행

동 테마, 3) 인물 테마와 연쇄적 확장(chain-out) 개념을 활용하여,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및 

동계 패럴림픽 관련 청와대 공식 연설 자료에서의 평화 레토릭 구축 기제를 분석하기 위해 다

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한다.  



 

연구문제 1.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및 동계 패럴림픽 관련 청와대 공식 연설 자료에서의   

배경과 행동 테마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2.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및 동계 패럴림픽 관련 청와대 공식 연설 자료에서의   

인물 테마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3.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및 동계 패럴림픽 관련 청와대 공식 연설 자료에서의   

평화의 연쇄적 확장(chain-out)은 어떻게 구축되고 있는가.  

 

4. 분석대상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와 제 12회 평창 동계패럴림픽 대회 관련 문재인 대

통령의 공식 연설문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다. 2018년 2월 5일 제 132회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 개회식 축사, 2018년 2월 9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사전 리셉션 환영사, 그리고 2018년 

3월 9일 평창 동계패럴림픽 개회식 사전 리셉션 환영사를 분석대상으로 채택 하였다. 텍스트는 

청와대 홈페이지(http://www.president.go.kr/)에서 구할 수 있었으며, 올림픽이라는 키워드로 검색

하였을 때, 올림픽에 대한 언급이 많아 그 이면의 기재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유추 및 분석이 

가능한 연설문 3가지를 대표적으로 채택하여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판타지 테마 비평과 상징적 수렴 이론(SCT, Symbolic Convergence Theory)을 기반

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채택된 세 가지 연설문을 판타지 테마 비평 세 가지 요소를 기반으

로 각각 분석 해본다. 첫 번째 연구문제에서 배경과 행동 테마를 묶어 살펴보고, 두 번째 연구문

제로 인물 테마를 살펴볼 것이다. 보어만(Bormann)은 베일즈(Bales)의 연구를 확장하여 환상이 소

규모 그룹뿐만 아니라, 대중의 담론을 듣는 더 많은 청중에게도 일어난다는 가설을 세웠으며, 연

설에 포함 된 환상은 더 많은 대중을 통해 연쇄적 확장(Chain out)하여, 전체 국가나 문화의 사회

적 현실을 수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세 번째 연구문제로써, 단어 및 문장 사이 평

화에 대한 연쇄적 확장이 어떻게 구축되고 있는지 및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5. 연구 결과 

1) 배경과 행동 테마는 무엇인가. 

연설문에서 판타지 테마를 구성하는 단어가 위치하는 시간과 공간을 의미하는 배경 테마는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첫 번째 연설문(제 132회 IOC 총회 개회식 축사)에서는 88 서울 올림픽을 

http://www.president.go.kr/


통해, 이후 경제뿐 아니라 민주주의에서도 눈부신 비약을 이룬 대한민국을 배경으로써 언급, 한국

인들에게 너무나 큰 슬픔이자 아픔이었던 68년 전 겨울로서 6.25전쟁, 분단된 국가, 전쟁의 상처

가 깊은 땅으로서의 한국을 배경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두 번째 연설문(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사전 리셉션 환영사)에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촛불을 들었던 지난 겨울 촛불 시위

를 언급한다. 마지막 연설문(평창 동계패럴림픽 개회식 사전 리셉션 환영사)에서 또한 1988년 서

울올림픽을 배경 테마로 언급하며,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한 장소, 같은 시기에 동반해서 치러진 

최초의 올림픽임을 강조한다. 세 연설문에서 언급된 배경들을 살펴볼 때, 대한민국의 역사를 배경 

테마로 나열함으로써 연설문의 기반을 구축해나가는 것을 주목해볼 수 있다.  

배경과 인물이 만들어내는 이야기 구성을 의미하는 행동 테마의 경우, 구체적인 행동이 제시

되는 부분을 찾기 힘들다는 점을 주목해볼 수 있다. 과거 힘든 상황을 이겨 낸 행위,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음에 대해 언급하며, 모두의 역할이 중요하기에 용기를 복 돋는, 의지적이고 긍정적인 

어미의 사용은 찾아볼 수 있으나, 평화 올림픽을 위한 단일팀 구성, 북한이 참여한다는 사실, 북

한 선수를 환대해주기를 촉구하는 행동이라고 보기에도 어려울 정도의 제안들이 행동으로써 제시

되고 있다. 세 번째 연설문에서는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으로 시작된 작은 평화가 눈덩이처럼 

빠르게 커져가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하며, “동계 패럴림픽에 처음으로 참가하는 북한선수들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

고 하며, 환대라는 행동 제시를 찾아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세 번째 연설문에서는 “대한민국이 모

든 사람을 존중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평등과 통합의 나라로 발전하는 동력이 되었습니다”와 같이, 

어떠한 것을 원인으로 우리가 이렇게 평등과 화합을 이끌어 냈는지 혹은 이끌어 내고 있는지에 

대한 밝은 미래에 대한 언급을 하나, “용기를 불어 넣어주길 기대한다”, “남북 하키팀이 하나가 될 

것이다”, “우리 모두 한걸음 더 평화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세

계의 평화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갈 소중한 출발이 될 것입니다” 등,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에 대한 설명은 많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창 올림픽에 참여하는 이들 이외의 청자들로서,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할지에 대한 방안 제시나 의견 제시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세 연설문에서의 배경과 행동 테마 관계성을 살펴볼 때, 대한민국의 여러 역사적 순간들을 

언급하며, 나열하고 있으나, 이러한 언급된 여러 배경들을 화합과 평화를 기반으로 하는 올림픽 

정신과 평화의 상징적인 행동으로써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감행 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는 남북 

단일팀 구성이라는 하나의 행동을 무리하게 연결하고자 하고 있음을 배경 테마의 특징으로 살펴

볼 수 있겠다. 

2) 인물 테마는 무엇인가. 

인물 테마는 연설문에서 단어를 말하는 주체에 대해 주목해보아야 한다. 인물 테마에 있어서



세 연설문의 특징으로는 명확한 주체의 부재와 한국과 세계를 연결하고자 하는 무수히 많은 시

도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첫 번째 연설문인, 제 132회 IOC 총회 개회식 축사에서의 “우리 한

국인뿐만 아니라 평화를 사랑하는 인류 모두의 기쁨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스포츠와 

더불어 세계를 하나로 잇는 또 하나의 힘이 문화라는 사실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겨울, 전세계에 민주주의와 평화의 새로운 희망을 전했습니다”, 우리 모두 한걸

음 더 평화로 나아갑니다”의 문장들을 볼 때, 지속적으로 세계와 한국을 연결 시키려는 노력으

로 인해, 누가 명확한 주체인지, 누구를 향해 하는 말인지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것을 주목해볼 

수 있다. 두 번째 연설문인,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사전 리셉션 환영사의 경우에도, “평화의 

한반도로 멋지게 보답하겠다. 우리는 준비돼 있다”라고 말하고 있으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주체는 북한과 남한 두 국가 모두가 되어야 하는데, 현실에서 주체가 되어야 하는 이들과 문장

에서 말하는 주체의 불일치가 일어나는 것 또한 주목해볼 수 있다. 마지막 연설문, 평창 동계패

럴림픽 개회식 사전 리셉션 환영사에서도 이러한 주체의 모호함에 있어서 예외가 아니다. “무엇

보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성공한 것은 대한민국에게 너무나 큰 선물이 되었습니

다”라고 대한민국이 주체가 되어 언급되다가, 바로 이어지는 문장들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평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 새로운 세계평화를 만

들어 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두 평화를 바라는 세계인들의 마음 덕분입니다”라고 언급되는 것

을 찾아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구체적인 행동이 제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말하고

자 하는 주체들의 모호성 또한 인물 테마에 있어서, 세 연설문의 특징으로 살펴볼 수 있다. 전

체적인, 세계인을 주체로 하는 것, 또 한반도를 주체로 하는 것 등 연설문 전반에 있어서 주체

들 사용 및 구분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음을 주목해볼 수 있다.  

3) 평화의 연쇄적 확장(chain-out)은 어떻게 구축되고 있는가. 

세 연설문을 분석해볼 때,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환상과 올림픽의 환상을 계속해서 연결하고

자 하는 노력을 살펴볼 수 있다. 우리 나라가 지나온 아픈 역사들을 언급하면서, 혹은 국내 정치 

사회적 상황을 언급하면서, 동시에 올림픽의 환상과 연결시켜 연쇄적 확장을 하려는 부분을 찾아

볼 수 있다. 세 연설문을 분석해볼 때, 올림픽 정신을 기반으로 하여, 한반도의 상황과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계속해서 연결하고자 노력하나, 연결고리가 부족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시를 두 번째 연설문,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사전 리셉션 환영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연설문에서는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으로 시작된 작은 평화가 눈덩이처럼 빠르게 

커져가고 있습니다”를 언급하면서 뒤에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고 연

결고리를 지으려는 노력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올림픽과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무리하게 연

결 고리가 없는 상황에서 설득력 있는 근거 없이, 연결 지으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평

창에서 열린 올림픽과 패럴림픽, 또 평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 새로운 세계 평화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두 평화를 바라는 세계인들의 마음 덕분입니다”라고 언급하는 부분 또한 찾



아볼 수 있다. 이 문장에서 또한, 올림픽에서의 평화와 세계 평화, 서로 무게가 확연히 다른, 현 

상황과 앞으로 도래해야 할 큰 범위로서의 이상적인 상황을 충분한 연결고리 없이 무리하게 연결 

지으려는 노력을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세 연설문에서 문장과 문장 사이, 원인과 결과 사이, 평화의 연쇄적 확장(chain-out), 

구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분석해볼 때,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연결고리의 부재가 공백을 형

성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설득적 효과를 낮아지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살펴볼 수 있겠다.  

 

6.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판타지 테마 비평을 기반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의 평화 레토릭 구축 기제에 대

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관련 청와대 공식 연설 자료 3가지; 2018년 2월 5일 

제 132회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 개회식 축사, 2018년 2월 9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사

전 리셉션 환영사, 2018년 3월 9일 평창 동계패럴림픽 개회식 사전 리셉션 환영사를 중심으로 분

석했다. 판타지 테마 비평을 기반으로 분석해보았을 때, 연설문에서의 평화레토릭 구축이 잘되었

다 혹은 잘못되었다고 이분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보다는 판타지 테마 비평을 

기반으로 분석해보았을 때, 어떤 지점에서 ‘평화’ 레토릭 구축이 효과적이지 못 했는지, 어떠한 부

분에서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한다.  

우리 대한민국 현실 속, 평화로운 글로벌 시민들 사이에서의 화합을 강조하는 올림픽이 개최

된다고 하더라도, 아직 전쟁요소가 상존하는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이라는 점에서, 평화를 환

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위험한 방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연구에서 분석 된 세 가지 공식 

연설문의 경우, 계속해서 현실을 긍정적이고, 마치 평화가 이미 도래한 듯한 수사법과 평화 레토

릭 구축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볼 수 있었다.  

올림픽 이데올로기는 사회적 평등과 평화 공존을 옹호하나,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우리로 하

여금 사회 현실, 현실 세계에서 멀어지게 한다. 우리 대한민국 현실 속, 평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구체적인 행동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판타지 테마 비평에 있어서 세 가지 요소가 탄탄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연결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 세 가지 요소 사이 의미 연쇄적 확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평화’ 메시지의 전달 및 레토릭의 활용에 있어서 아쉽다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평화’적 메시지를 설득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세 가지 요소들에 해당되는 각각의 재료들의 

부제가 텍스트의 설득적 효과를 낮추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해볼 수 있을 것이다.  

평화는 판타지적 접근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연설문 내에서 평화라는 판

타지를 구축하고 있고, 일반적인 문제인식에 대한 현실적 접근으로써의 평화가 부족하다는 점에

서 일부의 수사학적 요소는 성공하였지만, 완벽한 설득적 효과를 가지고 오지 못한 원인으로 분



석해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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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사학회 토론문(2019. 5.23)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심흥식
1. 토론 대상 논문 
  - 박성희, “평창올림픽의 평화 레토릭 구축 기제 분석 :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청와
대 공식 연설 자료를 중심으로” 

2. 의견
 - 공보처, 국정홍보처 등 정부와 공공영역에서 20여년간 홍보/소통 업무에 종사했었고, 현재 
남북 민간교류에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토론자 입장에서 참 흥미로운 논문이었음, 사회
적 현상을 과학적 수단을 동원해 해석해 가는 과정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공부가 되었
음.
 - 논문 분석 대상은 대통령 연설문이며, 분석방법론으로 ‘판타지 테마 비평과 상징적 수렴이
론’을 채택하고 있다. 질적 연구방법론을 사용했으므로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이 가미될 수 밖
에 없고, 이를 인정하는 입장에서 현장홍보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토론자의 해석(연구 결
과)에 대해 문제제기함. 서로 다른 해석의 교차를 통해 ‘간주관성’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길 기
대함.

(1) 연구결과 : 배경과 행동테마 특징과 관련, 
  - 올림픽 참여자들 이외의 청외자들 입장을 서술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할 지에 대한 방안 제시나 의견 제시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소결론에 대해
 ☞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대표해 평창동계패럴릭픽 참가자들을 격려하는 ‘개회식 사전리셉션’
에서 청외자를 향한 스피치는 어떻게 해야 하며, 무슨 내용이 담겨야 하는지 의견을 주세요.

 

   - “화합과 평화를 기반으로 하는 올림픽 정신과 평화의 상징적 행동으로서 평창동계올림
픽에서 감행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는 남북단일팀 구성이라는 하나의 행동을 무리하게 연결하
고자 하고 있음”이라는 해석이 대해
  ☞ 올림픽 역사상 최초인 ‘남북한 단일팀 구성 및 경기 참가’가 평화와 화합의 올림픽정신 
상징물이 될 수 없는 지 궁금함. 홍보나 소통학에서 전통적으로 설득커뮤니케이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화하고 감동적인 이벤트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봄. 단일팀을 하나의 행동
이라고 정리했는데, 단일팀 구성이면과, 그 후 북측응원단 및 공연단이 함께 내려옴으로써 가
지는 상징적 교류는 다양했음. 체육계 인사를 모셔 놓은 리셉션 축사자리는 다양한 담론을 전
개할 수 없는 상황적 요인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함. 

(2) 연구결과 : 인물테마와 관련
   - ‘주체의 모호함’(“누가 명확한 주체인지, 누구를 향해하는 말인지 이해가 어렵다”) 이라
는 소결론에 대해 
 ☞ ‘우리’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포함한 국민모두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

   - “평화의 한반도로 멋지게 보답하겠다. 우리는 준비돼 있다”에서 주체는 남북이 되어야 
하는데 주체의 불일치라는 설명에 대해



 ☞ ‘평화의 한반도를 위해 우리(대한민국)는 준비돼 있다’는 것이 주체의 불일치라고 할 수 
있을까?

(3) 연구결과 : 평화의 연쇄적 확장 구축과 관련
 - 올림픽 정신과 한반도 미래의 연결고리가 약하다(“아이스하키 단일팀으로 시작된 작은 평
화가 눈덩이처럼 빠르게 커져 가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화 평화는 현실이 되어 가고 있다“는 
내용)는 소결론에 대해
  ☞ 평창동계올림픽 이전과 이후에 이루어진 남북간 교류를 복기해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서 꽉 막혔던 남북간의 긴장과 대립이,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정상회담 3차례, 북미회담 2차례
로 이어짐. 지금도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위한 대한민국과 미국의 공조는 지속되고 있음.
 ☞ 토론자의 결론은 스포츠 행사 리셉션장(2회), IOC개회식총회 등 대통령연설의 장소적 특
징과 비정치적 모임이라는 한계가 레토릭상의 제한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며, 분석과 해석, 
설명에서 이런 요인도 감안 했으면 한다는 의견. 이를 감안하고, 해석상 다른 관점도 존재한
다는 점을 문제제기 하고 싶었음. 정치적으로 필요한 자리에서의 스피치는 연구문제에서 제기
한 3요소들이 잘 정리되어 있다고 봄(문재인대통령 ‘능라도경기장’ 연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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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it comes to war, the first thing that comes to mind is the military. When it 

comes to peace, the first thing that comes to mind is also——the military. The military 

is like a scale, with war at one end and peace at the other. Even though world peace is 

the mainstream now, almost all countries still have their militaries or self-defense forces

（SDF）. The existence of the military is both a need for war readiness and a deterrent 

for security at home. To form a military, there are two ways to be adopted by many 

countries: one is the Recruitment System, the other is the Recruitment System. China 

and the United States are implementing the recruitment system. Compared with the 

recruitment system, the recruitment system is more rational but more uncertain. The 

demand for soldiers is steady, but the numbers are uncertain. 

In order to meet the needs of the military, it’s necessary for China and the U.S. to 

attract more young people to join the army. The ways of recruiting are changing, from 

radio broadcasts to posters, and now to commercials. Like any commercial, the value 

of military commercial lies in the use of stories. This article will take two commercials 

of the Chinese People’s Liberation Army and the United States Marine corps as the 

object of comparison by analyzing the story in the commercial video. The narrative 

context of the story will be analyzed and the metaphor implied in the story will be 

explored.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of Chinese socialism and American capitalism, 

the ideology embodied in the story will also be discussed. Therefore, this article will 

compare the differences between China and U.S. military commercials under the theme 

of war and peace by means of narrative analysis, metaphor analysis, and ideological 

analysis.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narrative, metaphor, and ideology of the 

two countries' military commercials, we can understand the views of China and the 

United States on the existence of the military. Because the military shoulders the 



mission of war and peace, we can know the changes in attitudes toward war and peace 

(choose peace or war)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by analyzing the military 

commercials.  

 

Military Commercials  
According to Sackett, to U.S. armed forces there was a question of how the 

recruiting process and the recruiters’ job could be better supported in order to ensure 

that force strength. And they found “a fundamental understanding of the youth 

population and of the effectiveness of various advertising and recruiting strategies used 

to attract them would be extremely valuable in addressing these questions.”(Sackett and 

Mavor, 2004) 

The above understanding of recruitment advertisements still stays at the level of 

poster advertisements. Uncle Sam, pointing at you and saying “I Want You For U.S. 

Army”. But in the multimedia age, commercial advertising is much more effective than 

a small poster.  

 

Narrative analysis  
According to Fisher (Fisher,1984) "man is in his actions and practice, as well as 

in his fictions, essentially a story-telling animal". This article does not discuss whether 

human life is subjective or objective, but I want to emphasize that human beings are 

really good at telling stories. Just like our history, our culture is composed of many 

stories. 

How an interpretative methodology of narrative analysis is beneficial for the study 

of public administration was showed in Feldman’s study. Feldman suggested an 

approach to analyzing narratives. First, Identifying the storyline. Second, find the 

opposition(s) implicit (and sometimes explicit) in the story. Finally, identified and 

represented in an inferential, logical form (Feldman& Sko ̈ldberg& Horner, 2004). 

Chinese military advertisements often use a one-person narrative perspective or a 

close-up of a third person. Use montage to start and show the lives of soldiers in a 

narrative way. This has a very good effect on shaping the image of the military, and at 

the same time enhances the audience's sense of identity with the military (Luo, 2013).  

Based on the above contents, we can propose the first and the second research 



question: 

Q1: What kind of image has been shaped by a narrative in Chinese commercial? 

What kind of image has been shaped by a narrative in the U.S. commercial? 

Q2: The Chinese soldiers fight for whom and for what? The U.S. soldiers fight for 

whom and for what? 

 

Metaphor analysis 
In Metaphor We Live By (Lakoff and Johnson, 1980) “metaphor is pervasive in 

everyday life, not just in language but in thought and action. Our ordinary conceptual 

system, in terms of which we both think and act, is fundamentally metaphorical in 

nature”. It means metaphor can be seen everywhere in our daily lives. The metaphor 

makes the abstract concrete and the objective world romantic. 

Lakoff mentioned that in the second Gulf War, when the United States attacked 

Iraq, the core metaphor was to equate Iraq with Saddam Hussein（A Nation Is A Person）. 

The fact is that a military attack on a country was converted to punishment to 

individuals（Lakoff，2003）. As Lakoff mentioned, the military attack on a country 

we know is often linked to individuals, such as a head of state. Since the nation is a 

person, then it can be counter-evidence that a person can be a nation. In a military 

commercial, the image of the military often represents the image of the country. From 

this point, it can be considered that the counter-evidence is established. 

Based on the above contents, we can propose the third research question: 

Q3: In Chinese and U.S. commercials, what metaphors are used to highlight the 

nation’s military proposition（war or peace）? 

 

Ideological analysis  

As mentioned above, because the political system and cultural background are 

different, there will be differences in ideology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China emphasizes collectivism and the collective is higher than the individual. The 

United States emphasizes individualism and encourages personal development. This 

ideological difference will also be reflected in the ad. 

Based on the above contents, we can propose the fourth research question: 

Q4: What kind of ideology has been presented in China and the U.S. commercials? 



Comparative analysis of the narrative 
According to Feldman, this part will analyze the Chinese and U.S. commercials 

from the two aspects of the storyline and the oppositions implicit (sometimes explicit) 

in the stories.  

The China military commercial 

In the China military commercial, four little stories make a great story. The table 

below sorted out four short stories and a whole big story made up of these four little 

stories. 

 

 

 
Answers to 

Question 

Four Little 

Stories and the 

Whole Story 

A Question: 

 

Who  
 

Am 
  

I? 

 

I am the one 

the mother 

cannot reach 

the door. 

I left my 

beloved family 

to my country. 
 

I am the one 

the wife 

reluctant to 

hang up the 

phone with. 

 

I am a stranger 

to my son. 

 

I am the care 

and pride of 

my family. 

 

I am a Chinese 

soldier. 

I became a 

soldier for my 

country. 



 

I am the 

guardian of 

the good life 

To protect the 

country is to 

protect the 

family that I 

love. 

Table 1. Four Little Stories and the Whole Story 

Combined with the contents in the above table, the Chinese commercial tells the 

story that in order to protect the country and their families living in China. Chinese 

soldiers have to leave their hometown, train in a tough environment and become the 

guardians of the country.  

The self-sacrificing spirit of Chinese soldiers was highlighted by the short 

stories—— they parted from their families and have no time to accompany their 

children because they have to protect their families and their country. With the theme 

of "who am I" at the beginning of the story, this question is answered step by step 

through the narration of stories.  

In the Chinese commercial the opposition is explicit. 1) Keep the integrity and 

security of our nation at the expense of their own family integrity; 2) Generally 

speaking, the military exists for the purpose of war, but the Chinese military exists to 

defend the homeland and maintain world peace. 

 

The U.S. military commercial 

In the U.S. military commercial, there was one story be told. As is shown by the 

commercial’s name——Nation’s Call, we can see that the story told by commercial is 

related to responding to the call of the nation and fulfilling the mission. 

 

Responding the Call of the 
Nation 

Fulfilling the Mission 

 

Accept the mission. 



 

Fight. 

 

Win! 

Table 2. Nation’s call 

In the U.S. military commercial tells the story of the American soldiers receiving 

a mission, performing a mission, and completing a mission. Compared with the slow 

rhythm and nonlinear narration of Chinese commercial, the U.S. commercial has the 

characteristics of fast rhythm and linear narration. The shake of the lens gives people 

the feeling of watching the film, and at the same time increases the sense of reality, 

making the audience better into the emotion. 

In the U.S. commercial the opposition is implicit. Why should I answer the nation's 

call? Who will answer the nation's call?  

Let's begin the analysis with these two questions in mind. In the U.S. commercial， 

answering the call is associated with winning the war. It means not only that the United 

States went to war to win, but that by going to war, it can achieve self-value through 

victory. So those who want to win the war and realize the value of life will answer the 

call of the nation.  

We can draw a conclusion that whether or not respond to the call of the nation 

means whether or not realize the implied contradiction of life value. 

 

Results of Comparative Analysis 

Based on the above narrative analysis of Chinese and U.S. commercials, we can 

draw the following conclusions to answer the first and second research questions. 

1. Chinese commercial created images of soldiers——willing to sacrifice 

themselves. Chinese soldiers are not afraid of war, but they hope for world peace more 

than war. In U.S. commercial the soldiers were portrayed as someone who always fights 

bravely to win.  

2. At the same time, we can also know that Chinese soldiers are ‘fighting’ for their 

country and their families. They are ‘fighting’ for world peace. American soldiers fight 



for their country, too, but they fight to win. 

Comparative analysis of the metaphor 

Family metaphor in the China military commercial  

According to table 1, the four stories are all about family. We'll be curious to see 

why ‘family’? Since this chapter will discuss metaphor, we will answer this question 

by means of metaphor analysis.  

Family is very important to Chinese people, so 'family' is often used to arouse 

Chinese enthusiasm. And family metaphor is often used in Chinese literature and film. 

As can be seen in the commercial the family has become a place. In those ‘places’, 

families still in there, but soldiers left.  

 

 

In the commercial, the family metaphor has the characteristics of happiness but 

regret. Family makes people happy, but it’s a regret to leave the family. 

A country can also be considered as one big family. In the commercial, defending 

the country is connected with protecting the family. This is a family metaphor for the 

national image. Our nation is our family, only we gather together can we live in love an 

peace. 

 

Game metaphor in the U.S. military commercial  

Here is the subtitle of the U.S. military commercial. 

A Nation’s Call 

It’s not just the ships, the armor, or the aircraft. 

It’s something more… 

It’s the will to fight and the determination to win 

Found inside each and every Marine, 

That’s answer a nation’s call 



Battles…Won 

The first time I saw the U.S. military commercial, it felt like it was a game about 

war. Soldiers are the hero of the game, the beginning of the game will get a game task, 

and then through a fight, they complete the task. 

When we play games, we care about winning and losing, and we try to win games. 

The commercial tells a story about the war and always emphasizes the winning 

and losing of the war. But in a real war, the justification for fighting is more important 

than winning or losing.  

Games are different because the premise is set, the legitimacy does not have to be 

considered, we just need to win in the game. In a real battlefield, if you lose legitimacy, 

even if you 'win' the battle, you lose morally. Anywa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not 

to criticize the U.S. commercial, after all, this ad is worthy of affirmation in 

emphasizing the realization of self-value. 

 

Results of Comparative Analysis 

Based on the above metaphor analysis of Chinese and U.S. commercials, we can 

draw the following conclusions to answer the third research question.  

1) The family metaphor was used in China military commercial. ‘Family’ is often 

associated with ‘happiness’, ‘love’, and ‘peace’. We can conclude that the use of family 

metaphors showed the Chinese military's yearning for a better life and world peace. 

2) The game metaphor was used in U.S. military commercials. The game metaphor 

means to win or lose. The use of game metaphor showed the U.S. attitude toward war 

that it’s necessary to win every battl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ideology 

The China military commercial and collectivism 

 



 
As is shown in the pictures above, in the China military commercial the Chinese 

soldiers always appear as a group and in good order. This is an attempt to emphasize 

the collective. Even if you don't know China, you can feel Chinese collectivism in this 

video. 

The U.S. military commercial and individualism 

 

 

There is female character in the U.S. commercial. It’s different from the Chinese 

all-male style. Compared with Chinese commercial, the distribution of characters is 

scattered and tends to feature specific characters rather than surrounding people. 

Everyone is treated individually. 

 

Results of Comparative Analysis 

As the above analysis of family metaphor, in Chinese ideology, the whole is 

greater than the parts, and the collective power is greater than the individual. So in 

Chinese commercial, Chinese soldiers appear as a group. Of course, this has something 

to do with China military rules. But we cannot deny that the ideology of collectivism 

influenced this advertisement. 

The U.S. commercials promoted individualism. Whether it is the close-up shot 

that often appears in video or the individual shot, we can see that the emphasis on the 



individual is much greater than the collective. Individualism is revealed in the U.S. 

commercial.  

 
Discussion 

This paper only analyzed the content of the recruitment commercials, but did not 

discuss the actual effect of the two ads. According to different national conditions, there 

are many young people willing to join the army in China, and the supply exceeds the 

demand. But the U.S. has fewer people willing to join the military. As a result, 

recruitment ads in China tend to give "negative" descriptions (such as leaving family 

and hard training) to inform young candidates that they need to think carefully about 

the challenges they will face. But America's recruitment advertisements like to 

stimulate the senses, cater to the love of young people, in order to attract young people 

into the army. That's why A Nations Call played at the super bowl. 

Although the question of the legitimacy of war has been mentioned in the 

metaphorical part, it has not been discussed in depth. The legitimacy of war will deviate 

according to the different positions of the state and guide the direction of public opinion. 

At the same time, ideological differences will also affect the understanding of 

legitimacy in different countries (individual interests first, or collective interests first). 

Although it is difficult to discuss legitimacy, it is still a problem worth discussing. The 

problem of the legitimacy of war has appeared in the national recruitment commercials, 

and the commercials are aimed at the youth group, which is worthy of our attention. 

 

 

 

 

 

 

 

 



REFERENCES 

Feldman, M. S., Sköldberg, K., Brown, R. N., & Horner, D. (2004). Making sense of    

        stories: A rhetorical approach to narrative analysis.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4(2), 147-170. 

Fisher, W. R. (1984). Narration as a human communication paradigm: The case of   

        public moral argument. Communications Monographs, 51(1), 1-22. 

Lakoff, G., & Johnson, M. (2008). Metaphors we live b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Lakoff, G. (1991). Metaphor and war: The metaphor system used to justify war in the  

        Gulf. Peace Research, 25-32. 

National Research Council. (2004). Evaluating military advertising and recruiting:  

        Theory and methodology. National Academies Press. 

 
 

 



Comparative analysis of military recruitment messages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전쟁과 평화를 주제로 한 중국과 미국의 모병 광고 비교분석 

 

군대는 전쟁을 위해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서도 존재하고 있다. 군대는 저울처럼 전쟁과 평화의 균형을 잡고 있다. 전세계

적으로 보면 군대를 형성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주요 징병제와 모병

제가 있다. 한국은 징병제를 사용하고 중국과 미국은 모병제를 수행하고 있다. 

모병제 때문에 군데의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을 설득하여 입대하

게 한 방법은 아주 중요하다. 요즘 설득 효과가 좋고 많이 사용하게 된 방식은 

모병광고이다. 본 논문에서는 주요 모병제를 수행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의 모병

광고를 대상으로 비교분석을 한다. 

분석 방법은 레토릭 분석 중 내러티브 분석, 메타포 분석, 그리고 이데올로기 

분석 세가지 방법으로 모병 광고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내러티브 분석을 선택한 

이유는 인간은 이야기를 잘하고 광고도 이야기로 만들었기 때문에 스토리를 분

석함으로서 광고에 나타난 인물의 이미지와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 메타포 분

석도 마찬가지로, 광고속에서 나타난 특정 장면과 인물이 어떤 은유를 갖고 있

는지 생각해 볼 만하다. 중국은 사회주의 나라이고 미국은 자본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적 차이가 꼭 모병광고에서 나타나겠다고 생각해서 이데올로

기 분석 방법도 사용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내러티브 분석 

중국 모병 광고에서는 중국 군인들은 자아 희생， 나라의 수호자 등 이미지

로 나타났다. 전투를 위해 존재하기 보다는 나라와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미국 모병 광고는 나라의 사명을 띠고 무조건 이기려는 의지를 가진 군인 이

미지를 만들었다.  

두 광고는 모두 나라를 위해 전투하라는 신념을 보여 주었다. 

 



메타포 분석 

메타포 분석 부분에서는 주요 중국 가족 메타포와 미국 게임 메타포를 분석

한다. 

중국 모병 광고를 보면 ‘가족’이 많이 나타났다. 가족은 중국인에게는 아주 중

요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가족 메타포에서 가족이라 함은 행복, 사랑, 평화등 긍

정적인 감정을 은유하고 있다.  그리고 모병 광고에서는 ‘가족’은 추상적인 장소

가 되어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아쉬워하지만 그 장소에서 떠날 수 밖에 

없다. 아울러 ‘나라’가 ‘가족’이 되고 중국인들은 다 한 가족이라는 은유도 있다. 

미국 모병광고에서는 전투 이기려는 의지가 많이 나타났다. 그런데 전쟁은 승

자와 패자가 없다. 정당성과 합법성을 일어버리면 승자가 아니고 침략자로 간주

하게 되기 마련이다. 게임 메타포를 사용한 이유는 게임에서 이기다는 말을 많

이 하고 있다. 다른 생각을 할 필요 없고 이기면 된다. 미국 모병 광고는 그 전

제, 즉 전투할 원인을 제시해 주지 않고 이기라는 의지만 보여줬기 때문에 선명

한 게임 메타포의 특징이 있다. 

이데올로기 분석 

아시다시피 사회주의인 중국과 자본주의인 미국은 다르다. 그래서 논문은 집

단주의와 개인주의를 위주로 두 모병 광고를 분석한다. 

중국 모병 광고 중 군인들 항상 같이 나오고 화면은 대칭적이다. 이것은 중국 

집단주의적 이데올로기가 있다. 그리고 광고에서 나온 인물들은 모두 남성였기 

때문에 또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가 나타났다. 

미국 모병 광고에서는 여 군인과 흑인 군인이 나온 장면이 있고 인물 촬영은

클로즈업(close up) 장면이 많이 나왔다. 모두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이데올로

기와 개인쥐의적 이데올로기 특징이 있다. 

 

이상 내용은 제 논문에 대한 한국어 요약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장자묵_「중국과 미국의 모병 광고 비교분석」에 대한 
토론문

박창식(한겨레신문)

  이 연구는 중국과 미국의 TV 모병 광고를 대상으로 광고 메시지의 레토릭을 비교 분석했
다. 여러 측면에서 매우 흥미로웠다. 중국인 연구자가 공동으로 연구했으니 그럴 수 있겠다 
싶으면서도 연구 주제가 무엇보다 신선했다. 광고 메시지 비교를 통해, 두 나라 역사에서 군
대는 어떤 존재인지를 대비해볼 수 있겠다는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
 연구 대상 선정과 연구 방법론도 적절했다. 젊은이를 상대로 병사를 모집하는 TV 광고의 메
시지 구조를 비교 분석했으니, 비교 대상이 일단 동등했다. 만약 징병제를 실시하는 나라와 
모병제를 실시하는 나라의 군대 관련 홍보 메시지를 분석한다면, 뭔가 복잡한 전제조건이나 
가정을 붙여야 할 것이다. 중국과 미국 두 나라는 똑같이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어서,  비교 
대상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 결과는 더욱 흥미로웠다. 중국의 모병 광고 메시지는 어머니, 아내, 아들, 친구 등 가까
운 사람들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군대에 복무한다는 설득 구조를 갖고 있다. 전쟁 대상을 명
확히 제시하지 않으며, 전쟁의 명분으로 평화를 제시하고 있다.
 중국은 1960년대, 70년대에 인도, 베트남과 국경 전쟁을 벌였다. 최근에는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을 만들어 미국과 군사적 긴장을 빚고 있다.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이다오)를 둘러싸고 
중국은 일본과 대립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항공모함을 갖춘 것을 비롯해 군비를 부쩍 확장하
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비교해 중국은 전쟁을 많이 하지 않고 있다.  가까운 나
라와 제한된 범위에서 전쟁을 했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중국은 세계 패권을 장악하려고 공격
적인 군사 행동을 일삼진 않았다. 역량 문제인지 국제관계 철학의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다. 
아무튼 평화를 강조하는 중국 군대의 모병 광고 메시지는 이런 사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
된다. 즉 “중국 군대는 다른 나라를 해치지 않으며, 중국 인민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자위
적 역할에 충실할 것임”을 부각시키려는 뜻을 읽을 수 있다.
 미국의 모병 광고는 국가를 강조하고 있다. 개인은 국가의 부름을 받아 복무하여 국가를 지
키기 위해 헌신한다는 레터릭 구조다. 미국의 모병 광고는 승리를 강조한다. 승리를 위해 게
임 메타포를 차용하여 다양한 무기로 치열한 전투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다. 미
국 모병 광고의 열쇳말은 국가, 승리, 전투로 집약된다.
  미국은 늘 전쟁을 하는 나라다. 이라크, 시리아, 베네수엘라, 과거의 리비아를 비롯해 세계
의 분쟁 현장에 미국은 늘 관여했다. 미국은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
면에 미국의 세계 패권 유지 목적이 깃들어있음을 부인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미국 모
병 TV광고 메시지는 이런 사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은 세계 패권 유지를 
위해 강한 군대가 필요하다. 강한 군대를 위해 병사를 원활히 모집하는 게 필수적이다. 군대
에 지원하여 승리하는 인간상에 젊은이들이 매력을 느낄 수도 있다. 이런 논리 구조에 터잡아
서, 미국은 모병 광고를 통해 강한 국가와 개인의 승리 가능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중국과 미국의 TV 모병 광고를 대상으로 광고 메시지의 레토릭을 분석했다. 연구 
주제가 일단 참신하다. 연구 결과도 여러 함의를 남기며 두 나라 역사에서 군대가 어떤 존재
로 인식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여러모로 흥미로운 연구다.



전쟁윤리로서의 이중결과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북한을 보는 우리의 태도에 대한 2인칭 도덕에-기반한 수사학적 

분석

강철(서울시립대)

I. 논문의 목적

    우리는 흔히 도덕(morality)을 도덕적 문제나 딜레마 상황에서 행위를 지도해 줄 실천적 
원칙(guiding principle)을 제시해 주는 분야로 이해한다. 또는 무엇이 옳은 행위인지를 규명
하기 위한 추론(reasoning)과 정당화를 목적으로 하는 이론체계로 이해하기도 한다. 또는 ‘나
는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와 같은 삶의 의미를 탐구하는 분야로 이해하기도 한다. 필자는 
도덕에 대한 어떤 이러한 통상적인 이해에 비판하고, 2인칭 관점의 도덕을 옹호하고자 한다.

1. 왜 도덕은 수사학이어야 하는가
 필자가 옹호하는 도덕이란 나-너의 관계, 곧 2인칭 관계를 전제로 한, “2인칭 관점(the 
second-personal perspective”의 도덕이다. 최근 들어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영미철학적 
논의인데, 이 도덕을 발전시키고 있는 영미 윤리학자들 중 한 사람이 다월(Darwall)이다. 그런
데 필자가 보기에, 2인칭 관점의 도덕이란 그 본질이 수사학적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2인칭 
관점의 도덕과 수사학을 연관시키는 논문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2. 필자는 ‘말하기’ 화행과 ‘말걸기’화행을 세밀하게 구분하고자 한다. 이 구분에 의거해서 ‘3
인칭 관점의 도덕’과 ‘2인칭 관점의 도덕’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고찰한다. 

3. 북한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1인칭을 포함하는) 2인칭 도덕’과 ‘단순한 1인칭 도덕’ 그리
고 ‘3인칭 도덕’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스트로슨(Strawson)의 자유와 분
개(Freedom and Resentment)에서 제시된 반응적 태도들(reactive attitudes)을 면밀히 논
의한다. 

4. 정의로운 전쟁론에 속하는 이중결과론이 2인칭 관점에서 어떠한 함의를 가지며, 어떻게 분
석될 수 있는지를 세밀하게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이중결과론에 대한 주요한 비판중 하나인 
소위 closeness(실상 죽이는 행위를 한 자가 “죽일 필요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죽음을 의도한 
건 아니야”라는 식의 변명을 하는 문제. 즉 죽일 의도까지는 가질 필요는 없었으며, 단지 죽
게 ‘보이게 하려고’ 했을 뿐이야 라는 식의 변명에 대한) 비판을  살펴보고자 한다. (좋은 또
는 나쁜 의도 등의) 의도의 ‘질’을 행위자가 골라잡도록 하는 것은 1인칭 또는 3인칭 도덕의 
한계라는 점을 논증할 것이다. 이중결과론에 제기되는 비판으로서 ‘의도골라잡기 문제’는 도덕
을 1인칭 도덕과 3인칭 도덕을 전제하고서 비판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필자는 논증하고자 
한다. 따라서 필자가 옹호하고자 하는 2인칭 도덕은 ‘의도골라잡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필자는 이중결과론을 2인칭 도덕에 의거해서 (특히, 의도요건)을 수사학적으로 해석한다. 이중



결과론에 제기되는 closeness 반론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도덕을 2인칭 관점의 도덕으로 보아
야 한다.  

II. 2인칭 관점의 도덕
필자는 ‘말하기’ 화행과 ‘말걸기’화행에 대한 구분을 시도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구분에 의거
해서 ‘3인칭 관점의 도덕’과 ‘2인칭 관점의 도덕’을 대별해 보고자 한다. 말하기와 말걸기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1) 나는 그녀에게 말을 했다
2) 나는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1)의 말하기 화행에서는 ‘말을 했다’는 것이 ‘말을 전달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다. 그러나 2)의 말걸기 화행에서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거나 그런 뜻이 아니다. ‘말을 걸
었다’는 것은 ‘말을 붙였다’는 것으로 대체될 수 있다. (말걸기의 많은 의미들 중 여기에서는 
‘그녀와 사귀고자 한다’는 의미의 말걸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해 보자. 다시 말해, 사귀자
는 ‘제안’화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말걸기는 이후에 전개될 어떤 사건이 있음을 함축한다. 
예컨대, “말을 걸었다”라는 화행은 어떤 응대가 그녀로부터 있을 것임을 의미상 전제하고 있
는 화행인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전제를 1)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말을 걸었다”에서 그 “걸다”는 ‘관련’ 또는 ‘관계’시킨다는 의미를 가진다. 가령, ‘지금 시
비 거는 거요’나 ‘죄 없는 나를 왜 걸고넘어져!’라는 표현에서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말하는 2인칭 관점의 도덕이란 ‘말하기’의 화행이 아닌 ‘말걸기’의 화행을 하는 도덕
인 것이다. 즉, 내가 너에게 ‘말하는’이 아닌 ‘말거는’ 상황이 2인칭 관점의 도덕이 작동하는 
상황인 것이다.    
   ‘말하기’와 ‘말걸기’ 간에는 보다 더 중요한 구조적인 차이점들이 있다. 첫째, 말을 하는 것
이 아닌 말을 걸기 위해서는 말이 걸리는 자, 곧 그녀의 관점에서 내가 나의 말 걸기를 보거
나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말하기’가 아닌 ‘말걸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나의 말거는 행위
를 (나의 관점은 물론) ‘그녀의 관점’에서 본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너(그녀)의 관점도 
내가 취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나의 말걸기에 그녀가 응대하는 경우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말걸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녀가 자신의 응대를 ‘말을 거는 나의 관점’에서 보거나 인식
한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예컨대 말걸기의 한 실례로서 “시간 있으세요?”라고 내가 했다
고 해보자. “미안합니다”라는 그녀의 응대가 적절할 수 있는 것도 관점의 전제가 상호 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2인칭 관점의 도덕이란 이와 같이 ‘말하기’가 아닌 ‘말걸기’의 화행이 이루어지는 도덕이
다. 단순히 두 사람이 있어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하는 또는 서로서로에게 말
하기를 한다고 해서, 2인칭 관점의 도덕이 되는 것은 아니다. 2인칭 관점의 도덕에서는 말걸
기의 (그녀와 같은) 상대방이 말걸기임을 인식할 능력을 전제하며, 더 나아가 그 인식에 기반
해서 행위할 능력을 전제한다. 그리고 이런 인식능력과 실천능력을 그녀가 겸비하고 있다고 
내가 전제를 해야 나는 말하기 화행을 시도할 수 있는 것이다. “시간 있으세요?”를 그녀가 그
저 액면 그대로 “남는 시간 혹은 여유가 있으세요?”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한편, 
그녀의 경우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말걸기’ 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말걸기를 하고 있는 
나는 그런 인식능력과 실천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인식능력과 실천능력을 



내가 겸비하고 있다고 그녀가 전제를 해야 그녀는 응대로서의 말하기 화행을 할 수 있는 것이
다. 
    말걸기는 그 참여자들인 나와 네가, 곧 쌍방이 위와 같은 인식능력과 실천능력이 있으며,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에 대한 상호 존중
내지는 인정을 전제해야 말걸기 화행이 작동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말하기 화행에는 ‘상
호성’ ‘존중’, ‘자율성’ 등이 개입되어 있는 화행이란 점에서, 말하기 화행과 달리, 말걸기 화
행은 규범적 화행이며 그런 의미에서 ‘도덕적’ 화행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이제, 관점(perspective)과 관계(relationship)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인간은 우주에서 지
금까지 알려진 존재자들 중, 강한 의미에서의 이성적인 그런 유일한 존재자인지 모른다. 가령, 
인간은 여타의 동물들과 달리, 1인칭, 2인칭, 3인칭의 관점이라는 관점을 취할 수 있는, 즉 다
층적인 관점의 능력을 지닌 존재라고 주장된다. 가정하기를,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라고 해보자. 이때에 인간은 나의 입장에서 또는 (‘내가 너라면 어땠을까’라는 식의 내가 투사
된) 너의 입장에서 또는 (내가 투사된) 그의 입장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관점’과 구분되는 ‘관계’에 있어서, 3인칭 관계란 나-그것(그, 그녀, 그들 등)의 관
계를 말하는데 반해서, 2인칭 관계란 나-너(우리-너희들 등)의 관계를 말한다. 보시다시피, 2
인칭이나 3인칭 관계에 있어서 ‘나’라는 1인칭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제 ‘나-너 관계’인 ‘2인칭 관계’에서 말하기와 말걸기(또는 말 건네기)를 구분하고자 한
다. 말걸기 화행에서는 수신자를 개념적으로 또는 필수적으로 전제한다. 반면 2자(two 
parties)간 말하기 화행에서는 발신자와 수신자를, 2인칭(second-person) 말걸기 화행에서처
럼 개념적으로 상호 전제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즉, 2인칭 관계는 나-너 관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말하기 화행은 그렇지 않다. 
    지금부터는 2인칭 도덕의 특성에 있어서 핵심적인 2인칭 이유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이유란 믿어야-할 이유, 곧 인식적 이유(epistemic reason)나 행위를-하게 할 이유, 곧 실천
적 이유(practical reason) 등을 말하는데, 2인칭 도덕의 실친적 이유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
다.  다음의 예를 보자. 

하이힐을 신고 있던 영희는 지하철이 흔들리는 바람에 중심을 잃으면서 체중을 실어 철수의 발을 세차게 
밟게 되었다. 철수는 비명을 질렀는데, 영희는 자신이 철수에게 야기한 그 고통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때에 영희는 두 가지 방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 

1) 철수의 그 고통이 자신의 발을 치우게 할 이유를 자신에게 제공해 준다. 
2) 철수가 그녀의 발을 치우라고 명령한다.

[발을 찍는 사례]

다월(Darwall)이 부르는 바 3인칭 이유(third-person reason)란 1)의 경우를 말하는데, 세계
의 어떤 사태(state of affairs)나 속성이 행위를 하게 할 이유를 발생시키는 경우이다. 위의 
경우는 철수의 그 고통(pain)이 그녀의 발을 치우게 할 3인칭적 이유를 영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다. 보다 더 엄밀히 말하자면, 고통 그 자체가 치우는 행위를 하게 할 이유, 곧 행위를-
하게-할 이유(reason for action)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고통이라는 게 또는 고통 그 자



체가 본질적이며 그 고통이 ‘철수의’ 고통이든 너의 고통이든 간에 고통의 소유자는 본질적인 
게 아니다. 이 측면에서 고통이란 3인칭적인 것이다. 3인칭 이유란 다월의 표현대로 하자면, 
“상태나 결과에 기반한 이유(state- or outcome-based reason)”인 것이다.1)   
    반면에 다월의 2인칭 이유(second-person reason)란 2)의 경우를 말하는데, 철수의 요
구(demand)나 명령이 철수의 발을 찍는 그녀의 발을 치우게 할 이유를 그녀에게 제공해 주
는 것이다. 위에서 보았듯이 3인칭 이유에 있어서 고통의 경우에는 고통의 담당자를 제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요구나 명령과 같은 경우에는 요구하는 또는 명령을 담당하는 자를 제거
할 수 없다. 그 요구나 명령은 철수를 대신에서 다른 사람이 내릴 수 있는 권한(authority)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철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3인칭 관점의 도덕에서 상상해 보기를 그녀가 철수의 발등을 찍어야 다른 두 
사람의 발등을 찍지 않을 수 있다고 해보자. 3인칭 관점의 도덕에 따르자면, 보다 더 큰 고통
을 막기 위해서 보다 적은 고통을 야기해야 할 도덕적 이유가 있는 것이다. 즉 이 상황에서는 
철수의 발등을 찍어야 할 도덕적 이유가 있는 것이다. 반면에 2인칭 관점의 도덕에서는 철수
의 요구나 명령을 위반하는 것을 전제하고서, 다른 두 사람의 발등을 찍지 않기 위해 철수의 
발등을 찍는다면 이것은 비도덕적인 행위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철수의 발등을 찍지 말 것을 
요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철수 자신이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2인칭 관점의 도덕에서는 그녀가 철수에게 야기된 고통이 아닌 철수의 요구에 연결되는 
것이다. 2인칭의 상대방인 너, 곧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그) 철수의 명령이나 요구에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그녀가 어떤 책임이 있는 것이다.   
    위의 경우에서 철수의 고통스러워하는 비명이란, 단지 고통의 반사적 표현인 것이 아니
다. 또한 수신자를 반드시 상정할 필요가 없는 일종의 ‘말하기’ 화행인 것도 아니다. 실상, 그
의 비명은 그녀에게 수행된 ‘말걸기’ 화행인 것이다. 문장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은 외마디 
비명이라고 하더라도, 수신자를 개념적으로 상정하는 ‘말걸기’ 화행인 것이다. 철수가 영희에
게 하는 이 ‘말걸기’는 명령이고 요구이며, 그녀의 발을 치우게 할 이유를 영희에게 제공해 주
는 것이다. 
    요컨대 말걸기가 소위 “행위를-하게-할 이유(reasons for action)”를 제공해 주며, 위 
사례의 경우에는 발을 치우게 할 정당한 이유를 제공해 주는 것 같다. (즉, 그녀가 마땅히 발
을 치워야만 하는 것이다.) 그 이유가 정당한 이유는 그 마땅함이 철수의 권한으로부터 나오
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그녀가 발을 치우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는 그 권한을 위반하는 처
사가 되는 것이다. 2인칭 관점의 도덕에서는 요구나 명령 등의 권한에 대해서 그 발신자는 물
론 수신자도 인정을 하는 ‘상호 인정(mutual recognition)’을 전제한다.  
    그렇다면 2인칭 관점의 도덕에서는 행위를-하게-할 이유의 그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궁극
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도덕공동체(moral community)의 구성원 자격이다. 가령, 위의 ‘발을 
찍는 사례’에서처럼 서로가 서로의 요구를 존중해 주고 인정해 주는 공동체가 도덕 공동체인 
것이다. 2인칭 관점의 도덕에서 보자면, 개인들은 ‘도덕 공동체(the moral community) 내에
서 평등하게(equally) 권한을 지닌 구성원인 것이다.   
    위와 같은 식의 주장은 다월의 2인칭 관점의 도덕에 토대를 둔 주장이다. 그런데 필자는 
다월의 2인칭 관점의 도덕을 더 밀고 나가서, 보다 더 강력한 주장을 하고자 한다. 다월의 주
장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그의 주장을 정당화해 주는 ‘조건’으로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
고 생각한다. 즉 도덕 공동체의 토대가 되는 것이 의사소통 공동체로서의 언어 공동체(the 

1) Darwall, 2006: 8



linguistic community)라는 것이다. 우리는 말을 하는 언어공동체의 구성원이다. 사람을 사람
답게 해주는 정체성, 그런 본질적인 정체성을 부여해 주는 것들 중 하나가 언어공동체의 구성
원자격일 것이다. 이러한 언어공동체의 구성원 자격은 철수의 물리적인 또는 반사적인 외마디 
비명을 ‘말걸기’ 화행이 될 수 있게 해준다. 철수는 요구나 명령을 수행한 것이다. 이와 마찬
가지 측면에서, 그녀의 발을 치우는 행동은 단지 물리적인 또는 반사적인 행동이 아니다. 철
수의 그런 요구에 대한 응답인 것이다. 고통의 비명과 말을 치우는 행동은 의사소통인 것이
다. 
    필자는 도덕  공동체의 토대가 언어 공동체라는 점에서 윤리학의 토대가 수사학이고 수사
학은 본질적인 윤리학(ethics)이다. 수사학의 측면에서 의사소통을 규제하는 조건들이 도덕적
으로 서로를 대우하는데 있어서 그 조건들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실천적 또는 행위적 측면에
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자율적인 존재로 대우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요구된다면, 이러
한 의무의 토대는 무엇인가? 다름 아니라, 의사소통에 있어서 서로의 요구를 존중하고 인정하
며, 상대방의 행위의 의미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인식능력과 실천능력이 그 토대인 것이다. 다
라서 수사학의 본질이 2인칭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수사학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본질적인 
윤리학(ethics)일 뿐만 아니라) 도덕(morality)인 것이다. 도덕의 본질이 2인칭에 있다고 전제
한다면 말이다.  
   말걸기란 말하기가 그러한 것처럼 자연적 사실이다. 우리가 경험하고 관찰할 수 있는 자연
적 사실인 것이다. 서로를 어떻게 대우해야만 하는가에 있어서 그 도덕적인 옳음이나 당위(해
야만 함), 허용(해도 좋음) 등의 규범적 용어들은 언어수행적 양태들, 즉 요구, 명령, 제안 등
등 간단히 말해서, 말걸기에 토대를 두고 있다. 수사학은 도덕적 규범들을 자연화한다. 수사학
이란 자연화한 도덕인 것이다. 

III. 이중결과론과 ‘의도골라잡기’ 문제

구소련의 붕괴(1991)로 국제적인 냉전질서가 종식을 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여전히 
남과 북의 군사적 대치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전쟁(1950) 이후의 분단으로 인한 이념적 대립
은 국내 정치의 고정적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진보와 보수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북한에 
대한 태도와 관계도 바뀌곤 한다. 현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전향적인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평
화체제로의 전환을 도모하려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런 노력이 성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국
내정치의 이념적 대립을 오히려 더 격화시키는 결과만을 낳는 것은 아닐까? 현재로서는 예측
하기 어려운 것 같다.    
    한국 현대 정치의 이념적 갈등과 대립을 잘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가 북한원조를 포함한 
대북정책일 것이다. 이중결과론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려는 본 논문의 취지에 맞게, 다음과 같
은 물음을 제시해 볼 수 있다. “남북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대북식량지원을 하
는 것(수단)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대북지원물자가 암암리에 군량미나 무기로 
전환되는 원치 않는 결과(부작용 또는 부수결과, side effect)를 낳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인
도주의 차원에서 원조를 하는 것은 정당한가?” “북한의 정권 붕괴를 앞당길 목적으로 북한을 
더 고립화시키려는 정책은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것인가?” 이와 같은 물음들은 목적, 의
도, 수단, 비례 등으로 적절히 재진술한다면, 이중결과론에 의거한 논의를 통해 탐구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본 논문의 일차적 목적은 정의로운 전쟁론에 속하는 윤리, 특히 ‘전쟁수
행과 관련된 윤리’로 알려진 이중결과론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데 있다. 



1) 이중결과론의 내용
“초기 기독교도들은 선과 악을 일관된 방식으로 확인해 주는 체계적이고 세밀한 저술들을 가
지고 있지 않았다.... 17, 8세기에 와서 결의론자들은 정교한 체계를 고안했는데... 우리가 실
제로 행한 행위에서 발생하는 악과, 우리가 행한 행위의 결과나 효과에 해당하는 악을 구분하
였다. 이후, 19, 20세기 의료과학이 발달하는 상황에서, 이 구분은 사안을 파악하는 매우 유
용한 방식이 되었으며 이 이중결과 원칙을 가지게 된 카톨릭 도덕주의자들은 ‘의료 윤리학’에
서 생기는 사례들을 다루는 선구자들에 속하게 되었다.”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에 따르자면 인간의 생명은 신의 선물이자 신의 재산이다. 따라서 자살
이나 살인은 신의 은총에 대한 우리의 의무나, 생명의 지속을 결정할 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금지되는 행위가 된다.2) 그러나 이러한 절대주의 윤리설은 서로 다른 의지가 충돌할 
수뿐이 없는 복잡다단한 현실의 상황에서는 ‘도대체 어떤 결정이나 행위를 해야 하는지’를 지
도해 줄 실천적 규범력을 가지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 가령, 태아가 죽어야 산모가 살 수 있
는 경우나, 산모가 죽어야 태아가 살 수 있는 경우 등, 이런 의료 윤리적 사례에서 절대주의
는 과연 어떤 지침을 내릴 수 있겠는가? 인간생명이 절대적 가치를 가진다면, 방어적인 전쟁
이나, 정당방위, 사형제도 등을 어떻게 정당화시킬 수 있겠는가? 
    이러한 문제를 다룰 유력한 이론적 도구가 바로 이중결과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중결과
론의 기원은, 중세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가톨릭 교리의 전통에서 그전까지는 거의 보편적으로 
금지되었던, 소위 ‘정당방위에 의거한 살인’을 허용하는 논의(신학대전 II-II, 64쪽)를 한 것에
서 비롯되었다고 말해진다.3) 그런데 그 이후로 이중결과론은 신학의 범위를 넘어 세속적인 윤
리로서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해 왔다. 예컨대 (전략적 폭격(tactical bombing)과 무차별 폭격
(terror bombing)4) 등) 전쟁윤리, (안락사5), 의사보조자살6), 자살7), 낙태8), 장기이식9), 샴쌍
동이분리수술10) 등) 의료윤리, (트롤리사례(trolley cases)11) 등) 규범윤리, (소수자우대정책
(affirmative action12)) 등) 사회윤리, (살인, 정당방위, 사형제도 등) 법철학13) 등등으로 확대

2)  자살의 경우에 아퀴나스는 다음과 같은 3가지 근거를 들어서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1) Suicide is 
contrary to natural self-love, whose aim is to preserve us. (2) Suicide injures the 
community of which an individual is a part. (3) Suicide violates our duty to God because 
God has given us life as a gift and in taking our lives we violate His right to determine 
the duration of our earthly existence (Aquinas 1271, part II, Q64, A5).” Michael Cholbi, 
“Suicid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2017. 

3) Aulisio, Mark., Double effect, principle or doctrine of, Encyclopedia of Bioethics,  
4) Quinn, “Actions, Intentions, and Consequences: The Doctrine of Double Effect”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1982), Walzer, “Double effect” from Just and Unjust Wars: 
A Moral Argument with Historical Illustrations  (Basic Books, 1977)

5) Glenys Williams, Intention and Causation in Medical Non-Killing (Routledge-Canvendish, 2007)
6) F. M. Kamm, “Physician-Assisted Suicide, Euthanasia, and Intending Death” from 

Physician Assisted Suicide (Battin, et, ed. Routledge, 1998)
7) Martin, “Suicide and Self-Sacrfice”, 1980 (The Doctrine of Double Effect, Woodward ed. 

Notre Dame, 2001)
8) Donagan, Moral absolutism and the double-effect exception (the Journal of Medicine and 

Philosophy 16, 1991) 
9) DuBois, “Is organ procurement causing the death of patients” (Issues in Law and 

Medicine 18, 2002), 정세일/이을상, “장기이식: 윤리적 원칙의 적용” (대동철학 제 24집, 2004)
10) Winkel, “Separation of conjoined twins and the principle of double effect” (Christian 

Bioethics, 12, 2006)
11) Judith Jarvis Thomson, “Killing, letting die, and the trolley problem” (The Monist, 1976)



해 왔다. 요컨대, 이중결과론이란, 행위의 도덕적 허용가능성과 관련해서 ‘의도’와 ‘단순 예견’ 
간의 도덕적 차이가 중요해 보이는 상황이라면, 특정 영역에 제한되지 않고 적용될 수 있는 
유연한 원칙인 것이다.

이중결과론은 일반적으로 절대주의와 비절대주의,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
다. 절대주의에 따르자면, 침해를 의도하는 것은 결코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비록 침해
를 예견하는 방식으로 행위하는 것은 때때로 허용될 수 있지만 말이다. 반면에 비절대주의 형
태에 따르자면, 침해를 단순히 예견하는 것보다 의도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화하기가 더 
어렵다는 점을 주장한다. 본 논문에서는 비절대주의를 전제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중결과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널리 인정되는 형태는 Mangan(1949)이 서술한 4 요건이
다.14) Mangan이 열거한 4 요건이란 (아래 ‘[ ]’ 안의 이름은 필자가 붙인 이름이며, 앞으로 
그렇게 부를 것이다).

이중결과론이란  
[행위요건]  (1) 해당 행위 자체는 도덕적으로 좋거나 적어도 중립적이어야만 한다. 
[의도요건]  (2) 좋은 결과만을 의도해야 하고, 나쁜 결과를 의도해서는 안 된다.
[수단요건]  (3) 좋은 결과는 나쁜 결과에 의해 산출되어서는 안 된다. 
              (또는 나쁜 결과를 수단으로 좋은 결과가 달성되어서는 안 된다.)
[비례요건]  (4) 나쁜 결과를 허용해야 할 비례적으로 중대한 이유가 있어야만 한다.15)

12) Cooney, “Affirmative action and the doctrine of double effect” (Journal of Applied 
Philosophy 6, no. 2, 1989)

13) 박준석,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중 효과 논증(法史學硏究 제54집, 2012). 박준석, ”정면으로 위배“ 논
편의 윤리 신학적 기원 (서울대학교 법학, 제54권 제4호, 2013)

14) The doctrine of Double Effect,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15) Mangan이 제시한 이중결과론의 요건들은 다음과 같다.
    1) that the action in itself from its very object be good or at least indifferent
    2) that the good effect and not the evil effect be intended
    3) that the good effect be not produced by means of the evil effect
    4) that there be a proportionately grave reason for permitting the evil effect
“An Historical Analysis of the Principle of Double Effect” (Theological Studies 10, 43쪽, 1949).



“전쟁윤리로서의 이중결과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북한을 보는 우리의 태도에 대한 2인칭 도덕에 기반한 수사학적 분석”, 

강철 선생님의 예비 발표문에 대한 질문 몇 가지

하병학(가톨릭대학교)

  주어진 상황에서 인간은 어떻게 행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는 고대철학
과 함께 시작한 윤리학, 도덕철학의 근본 물음입니다. 이에 대해 덕이론, 의무론, 공리주의 등 
다양한 이론들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오늘 한국수사학회 2019년 춘계 학술대회 대주제인 “전쟁과 평화의 수사학”에서 강철 선생
님은 “전쟁윤리로서의 이중결과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북한을 보는 우리의 태도에 대한 2
인칭 도덕에 기반한 수사학적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2인칭 도덕’과 ‘이중결과론’을 중심으로 
발표하십니다. 이중결과론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행위가 좋음과 나쁨이라는 두 가지 결과를 낳
는 경우에 대한 윤리적 판단을 다루는 아주 핫한 이론입니다. 
  이것은 윤리적 딜레마 상황과 결부됩니다. 예컨대 지난 4월 국내에서 크게 주목받은 낙태금
지법 헌법불합치 판정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산모 결정권과 태아 생명권이라는 가치가 충돌하
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상이한 가치들의 충돌 외에도 동일한 가치 충돌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컨대 고장 난 기차가 두 가지 선택지만 가진 경우 다수를 구하기 위해 소수를 희생시킬 수 
있는가 하는 트롤리 딜레마가 그러합니다. 발표자도 말씀하셨듯, 이중결과론의 시작은 T. 아
퀴나스가 제시한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에 대한 논의입니다. 이상이 강철 선생님 발표의 토대
가 되는 내용입니다. 
  논의의 핵심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예견하기 어려웠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인간의 한
계와 관련된 도덕적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발전했다고 말들 하는 첨단과학
기술로도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에 대한 예측이 틀려 기상청이 욕을 먹고 있는 것을 보면, 
이에 대해 예견의 불완전함에 대해 일부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언정 도덕적으로 비난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강철 선생님의 예비 발표문을 읽고 귀한 말씀을 좀 더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선생님은 2인칭 도덕이 인간 대 인간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언급하시면서 말 건
네기의 도덕적, 수사학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경멸과 비난을 구별하면서 전자
는 객관적 태도인 반면, 후자는 2인칭 도덕, 즉 사람 대 사람의 문제로서 도덕적 가치가 더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도 지적했다시피, 경멸도 제3자들 수신자
로 생각할 경우에는 여전히 사람 대 사람의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1-1. 즉 이 둘은 수신자를 구별했을 뿐, 도덕적 말건네기, 도덕적 가치가 다른 것은 아니지 
않은가요? 
  1-2. 선생님이 사용하신 1인칭 도덕, 3인칭 도덕을 2인칭 도덕과 좀 더 명료하게 구별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단지 수사적(??) 표현에 불과한지 아니면 그 내용을 구별
하는 데 요긴한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단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도덕이론이 1인칭 도덕이라면, 1인칭 도덕이 덜 도덕적이라
고 하기 힘들 것 같고, 더욱이 칸트의 정언명령은 보편성을 추구할 뿐, 타자와 무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3. 또한 말 건네기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권
위와 자격, 권한을 구별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위가 타자, 사회에 의한 것이고 
자격, 권한은 더 본질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4. 선생님 발표의 시작, 목표는 2인칭 도덕이 수사학적 본질을 가진 도덕이라는 것인데,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이중결과론을 설명하시면서 이것이 “인간다움”에 기반한 이론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때 
“인간다움”을 해석하는 존재, 현상을 달리 볼 수 있는 타자의 가능성 등으로 설명하셨습니다. 
  2-1. 그런데 “인간다움”이라는 표현은 한국에서 동물과는 구별되는 인간의 특성, 더 나아가 
동물과 달리 규범과 가치를 지향하는 인간성 등 여러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 이보다는 “인간
의 한계”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지 않은가요? 
  2-2. 선생님은 이중결과론은 결과주의에 불과하다는 싱어의 의견에도 반대하시고, 주관주의
에 불과하다는 톰슨의 의견에도 반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이중결과론이 행위평가원
칙인가 또는 행위지도원칙인가를 상론하시면서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3. 북한을 바라보는 우리 태도에 대한  2인칭 도덕에 대한 수사학적 분석에 대해서는 발표
하시면서 보충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전쟁윤리로서의 이중결과론에 대한 비판도 마찬가지입니
다. 

+ 무슨 뜻인지는 짐작가지만, “고정적 변수(static variable?)”라는 표현이 적절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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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치원의 「격황소서」에서 전쟁과 회유의 수사학 읽기

조미옥(경남대)

1. 머리말

  전쟁과 평화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 시절이 아득한 옛날일 때는 더욱 그 관계의 정립
이 분명했다. 한 나라의 평화는 전쟁의 승리로 이어지며 평화의 끝이 전쟁일 수도 있다. 전쟁
과 평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평화의 지속은 지독한 전쟁으로 얻은 결과일 수도 있다. 그래
서 전쟁의 수사학은 평화의 수사학으로 읽을 수도 있다. 그 반대도 가능하다.
  전쟁이라는 용어를 정당성과 관련하여 처음 사용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1)이다. 전쟁과 평
화에 대한 논의는 그의 스승 플라톤으로 소급된다. 전쟁이 끝나야 평화가 찾아온다, 전쟁의 
목적은 평화였다. 플라톤은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인간 내면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평화의 
문제로 파악하고 이것을 정치체제의 문제와 연결시킨 최초의 인물로 그의 이런 생각은 아리스
토텔레스에 대부분 계승된다.2) 마찬가지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 황제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쟁은 불가피하다. 
  로마인들은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로마인들이 이후 세계에 크게 기여한 바
가 있다면 개전의 요건으로서의 정당한 원인(iusta causa)을 부각시킨 점이다.3) 키케로는 정
당한 원인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였다. 무엇보다도 정당한 원인을 갖춘 정당한 전쟁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공식적이고 권위 있는 선전포고가 있어야 하며 빼앗긴 물건을 반환 청구하기 
위하여 전쟁이 수행되어야 했다.4) 나아가 토마스의 정당한 전쟁에 대한 생각도 살펴보면 전쟁
은 평화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며 죄가 되지 않는 전쟁은 정당한 전쟁이라고 한다. 이들의 말
을 빌리지 않더라도 정당한 전쟁은 결국 국가에 반하여 일어난 난을 진압하는 것도 정당한 전
쟁이며 이 전쟁의 목적은 평화를 얻기 위한 것이다. 
전쟁이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방법이고 빼앗긴 물권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나라를 빼앗
으려는 반란에 대응하여 정벌을 시도하는 행위도 정당한 전쟁으로 봐도 무방하다. 그러나 전
쟁이든 정벌이든 싸움으로 입는 피해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으므로 싸움하기 전 회유의 전략
으로 그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그 일에 수사학의 설득 전략이 일익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
다. 
  최치원의 「격황소서」를 문화상호수사학의 수용을 위해 착상의 관점에서 양태종은 격서와 서
양 수사학과의 공통점과 차이점, 설득전략을 비교하였다. 김혈조는 「격황소서」를 변려문의 특
징으로 자세하게 분석하였으며 지식인으로서 글쓴이의 역사의식과 그 목적에 대한 진지한 고
뇌와 성찰을 찾고 있다. 그 분석의 범주에서 수사학적 분석과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여기서는 「격황소서」를 수사학적 구조와 설득전략과 표현법을 놓고 분석하여 회유의 수사학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서을오, 토마스 아퀴나스의 전쟁과 평화론 11
2) 서을오, 토마스 아퀴나스의 전쟁과 평화론 12
3) Frederick H. Russell, The Just War in the Middle Ages(Cambridge University Press,1975)4면 

서을오,재인용 15 
4) 서을호,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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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치원의 「격황소서」 

2.1. 집필 배경

  최치원이 살았던 신라는 어수선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신분제도의 틀이 확고했던 시대였
다. 신라사회의 주체로서 자기 기반을 확립하지 못하고 자신의 소신을 마음껏 펼칠 수 없
는 신분상의 한계를 인식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최치원은 어린 나이(12살)에 당나라 유학
길에 오른다. 人白己天의 글을 마음에 새겨 피나는 노력의 결과로 빈공 진사과에 수석으
로 급제한다. 2여년의 차이를 두고 율수현위로 벼슬길에 오르나 더 높은 포부를 이루기 
위해 현위직을 사임하고 3년 동안 종남산에서 박학굉사과 시험준비를 하였다. 생활고로 
결국 고변에게 청을 넣어 관역순관의 직급을 받아 고변의 막하로 들어간다. 
  당시 중국은 여러 난으로 어수선한 상황이었다. 특히 최치원이 율수현위로 나가기 전부
터 당나라는 농민의 폭동이 끊이지 않았고 소금 밀매업자인 왕선지가 먼저 반란을 일으켰
으며 왕선지의 세력이 커질 즈음 황소도 난을 일으켰다. 즉 왕선지가 봉기하자 황소가 건
부 2년(875) 6월 수천의 무리를 이끌고 그에게 응하여 일어났다5). 왕선지와 황소가 합류
하여 파죽지세로 세력을 몰아가자 조정에서는 왕선지를 左神策軍抑牙겸監察御史에 임명
하는 칙서가 내려왔다. 왕선지가 그에 응하려하자 이 일로 황소는 왕선지와 갈라서게 되
었다. 왕선지는 관군과의 싸움에서 대패하여 5만 여명의 부하들과 전사하였다. 이후 황소
는 왕선지의 무리를 수습하여 낙양을 점령하고 장안까지 차지한다. 친히 황제의 자리에 
올라 국호를 大齊라 하고 연호를 金統이라 하였다. 
파죽지세로 수도를 탈환하고 황제의 칭호를 사용하며 위상을 떨치는 황소에 맞서 격렬한 
전투를 해야 할 처지에 놓인 고변은 출정을 나서기에 앞서 선전포고를 먼저 한다. 격문 
또는 격서를 지어서 황소의 처지를 알리고 싸움으로 피를 흘리기보다는 평화롭게 해결될 
방법을 선택한다. 
  당나라 황제가 蒙塵(몽진/피신)을 간 것이고 황소의 난은 일시 성공한 것이고, 최치원의 
격문이 난에 어떤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6)고 한다. 최치원의 「격황소서」는  
황소의 난에 즉각적인 타격을 주지는 못했지만 명문장으로 길이 명성을 얻게 되었다. 또
한 최치원의 격문이 즉각적인 효과를 주지는 못했을 수도 있지만 격문이 황소만 보는 것
이 아니다보니 격문의 내용은 시간을 두고라도 관군과 적군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었
다. 격서는 군서7)로 공개적인 글이고 그 목적이 아군의 사기를 높이고 적군의 사기를 꺾
어 승리를 이루기 위해 짓은 글이기 때문이다. 

2.2 변려문의 특성을 갖춘 「격황소서」

  「격황소서」는 격서 또는 격문이지만 그 당시 유행하던 변려문의 특징을 완벽하게 갖추

5) 김중렬, 17-18. 왕선지와 황소의 난과 황소의 패망에 대한 자세한 내용 참조.
6) 金血祚, 崔致遠의  「檄黃巢書」에 대한 一考, 70 
7) 金血祚, 崔致遠의  「檄黃巢書」에 대한 一考,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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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미문이다. 설득을 글로 하여 힘으로 제압한다는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적군의 
어지러움을 폭로하여 전쟁 또는 정벌의 명분을 밝힌다. 우선 『문심조룡』에서 격서의 작성
규칙8)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격문은 자기편의 친절함과 공정한 판단에 대해 말하기도 하고 상대편의 잔인함과 잔학함에 
대해 말하기도 한다. 그것은 하늘의 뜻을 가리키고 人事에 대해 자세히 관찰하며, 군대의 힘의 강약과 
전략적인 지위를 비교하여 논한다. 또한 그것은 지나간 증거들을 통하여 앞으로의 길흉을 점치며, 또한 
과거의 사례들을 통하여 현재의 거울로 삼는다. 비록 그것은 국가의 위신을 근거로 하지만, 실제로는 병
법에 포함되어 있는 교묘한 속임수를 활용하기도 한다. 그 뜻을 나타내기 위해 책략을 사용하고, 주장에 
힘을 부여하기 위하여 현란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또한 격문이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뜻이 애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격문에 기록된 내용은 명백해야만 하고, 그 논
지는 정확하고도 적절해야 하며, 그 기세는 왕성해야만 하고, 그 언어는 아주 단호해야만 한다. 이것은 
격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들이다.9)

  격서로써 위와 같은 특징을 골고루 갖춘 최치원의  「격황소서」는 완벽한 형식미를 갖춘 
미문의 글이다. 문장 전체를 對句(대구)로 장식함으로서 均衡(균형)의 대칭미를 추구하며, 
대구되는 글자가 대체로 四字 혹은 六字를 기본으로 하는 句式(구식)을 鋪置(포치)함으로
서 整齊된 형식미를 추구하며, 고사성어와 같은 典故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전아한 함축미
를 추구하며, 산문이면서도 평즉이나 운자를 맞춤으로서 성률미와 음률미를 추구하는 등
이 그 주요한 문체적 특징이다.10) 최치원이 남긴 산문은 모두 변려문으로 특히 「격황소
서」는 중국에 명문을 떨치는 계기가 되었다.11)

  대구, 구식, 고사, 음률도 세분화되어 매우 다양하여 그 방식이 30여 가지가 있다고 한
다. 이처럼 그 형식미에 변화를 주는 방식이 무궁무진한 장점이 있는 문체이다. 최치원의  
「격황소서」가 명문으로 이름을 날린 이유 중 하나가 완벽한 형식미에 있다.

3.2 수사학적 분석

  최치원의 「격황소서」는 반려문으로 작성된 격서지만 설득하여 싸움을 하지 않고 피
해를 최소화하여 항복을 받을 목적이거나 적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거나 아군의 위세를 
떨치기 위한 글로 전세의 우위를 선점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다. 당 희종(僖宗, 재위
873∽888)대에 최치원이 제도행영병마도통사 고변의 종사관으로 재직하면서 그를 대신하
여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언급된 ‘아무개’는 고변을 뜻한다. 
  최치원의 격서를 고전수사학의 다섯 과정 중(착상, 배열, 표현, 암기, 발표)에서 배열, 
즉 연설의 구조에 해당되는 네 영역과 전체 글에서 나타나는 표현영역, 그리고 아리스토
텔레스의 설득의 3요소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연설은 그 목적에 따라 배열방식이 다르다. 

8) 격서의 작성규칙에 대해서는 양태종의 논문에서 언급한 내용도 참고바람 (양 269), 최치원의 격서를 
반려문의 특징을 갖춘 글로 분석한 

9) 유협,문심조룡 263
10) 金血祚, 崔致遠의  「檄黃巢書」에 대한 一考, 75
11) 金血祚, 崔致遠의  「檄黃巢書」에 대한 一考  66. 여기에는 변려문의 특징과 「격황소서」를 변려문의 

특징을 갖춘 글로 자세히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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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유형을 분류할 때에는 텍스트의 궁극적 목적을 살피듯이 격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적의 무도’를 폭로하는 것은 비난이라 볼 수 있으므로 잠정적으로 비난텍스트에 넣을 수 
있지만 그 비난의 궁극적 목적은 말로써 적을 굴복하도록 회유하는 데 있다. 따라서 격서
는 권유텍스트에 속하고, 연설의 유형에 따르면 정치텍스트에 속한다.12) 권유연설은 미래
의 일을 다루기에 연설 전체의 배열은 신뢰획득과 감정자극13)에 중점을 둔다. 

3.1. 구조

1. 들머리/도입부

  황소에게 보내는 격서이긴 하나 공개문서이기 때문에 황소 외에 그 내용을 읽을 청중의 
관심을 사야한다. 관심을 갖도록 道와 權을 내세워, 변려문의 특징이 잘 드러나듯이 대조
를 통해 올바른 길과 올바르지 못한 길, 슬기로운 자와 우둔한 자의 행동으로 성공과 패
망을 언급하면서 황소가 앞으로 선택해 나갈 바를 먼저 알려준다. 대구형식은 변려문의 
특징이다. 마찬가지로 수사적 문체로 볼 수 있다. 특히 수사학의 양식 중 배열에서, 구조
적 특징으로 들머리의 도와 권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에 대해 흥미를 갖도록 격서
에 집중한다. 그에 앞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리고 바로 너의 마음가짐을 돈독히 할 
것을 경고한다. 즉 수사학에서 보면 자신이 아무개이며 도와 권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을 먼저 상기시켜 준다. 들머리의 특징을 충실하게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최치
원이 격서를 작성했지만 격서를 쓴 이는 고병이고 고병 역시 황제를 대신하여 황소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왕의 군대는 너(황소)와 싸우지 않을 것이고 정벌만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린다. 싸움
은 동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이기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 여기서 전쟁이 아닌 
정벌(토벌)을 내세워 너의 분기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모반임을 강조
한다. ‘군정은 은혜를 앞세워 죽이는 것을 뒤로 한다’는 것은 황소를 회유하는 대목이다. 
은혜를 베풀어 죽이기 전에 투항의 기회를 주겠으니 공경하게 받들어 다음으로 이어지는 
패망의 일은 없도록 간사한 마음을 거두기를 촉구한다.
  김혈조도 이 부분을 격문의 머리말에 해당되며 일종의 회유로 피를 흘리지 않고 적의 
항복을 받아 난을 평정하는 것이 최고의 전쟁이며 격문이 노리는 효과14)로 보고 있다.

광명(廣明) 2년(881) 7월 8일에 제도도통검교태위(諸道都統檢校太尉) 아무개(某)가 황소(黃巢)15)에게 고
하노라.
무릇 올바름을 지키며 떳떳함을 수행하는 것을 도라 일컫고, 위태로움에 임하여 변통하는 것을 권이라 
일컫는다. 슬기로운 자는 시류에 순응하여 성공하고, 우둔한 자는 이치에 맞지 않아 패망하게 된다. 그런
즉 비록 백년의 목숨을 걸어 생사를 기약하기 어렵다하더라도 모든 일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은 마

12) 양태종, 문화상호수사학을 위한 격서 분석 –최치원의 「격황소서」에 나타난 착상을 중심으로- 269
13) 키케로, 생각의 수사학 28-29
14) 金血祚,79
15) 농민발란으로 알려진 황소 난의 주도자이다. 황소는 장안에 입성한 후 황제의 자리에 올라 나라 이

름을 대제(大齊)라 하고 연호를 금통(金統)이라 하였다. 중화 3년(884)에 이르러 장안에서 철수하였는
데 이후 여러 차례 패하자 중화 4년(885)에 태산 낭호곡에서 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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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서 주관하는 것이다. 지금 나는 왕의 군대로써 싸우지 않고 정벌하며, 군정은 은혜를 앞세우고 죽이
는 것을 뒤로한다. 장차 상경을 회복하려고 할 때 거듭 큰 믿음을 널리 베풀 것이니 타이르는 것을 공경
하게 받아들여서 간사한 꾀를 거두어라.
廣明二年七月八日。諸道都統檢校太尉某。告黃巢。夫守正修常曰道。臨危制變曰權。智者成之於順時。愚
者敗之於逆理。然則雖百年繫命。生死難期。而萬事主心。是非可辨。

  황소의 인물됨과 행실을 언급하는 대목을 보자. 격서의 지침대로 황소의 인물을 격하하
고 있다. 하찮은 출신으로 도적에서 출발하여 백성들의 호응으로 우연찮게도 세를 확장하
여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를 어지럽히고 있다. 황소의 행실이 저조함을 드러내어 그의 에
토스를 폄하시킴으로써 황소 측의 사기를 저하시키려고 한다. 황소는 비도덕적인 품성(황
소의 죄)을 지녀 하늘도 무심하지 않을 것임을 표출한다. 

 너는 본래 변두리의 백성인데 홀연히 사나운 도적이 되어 마침 기세를 올라타 감히 삼강오륜을 깨뜨려 
어지럽혔다. 마침내 남을 헤칠 마음을 품어 제사물품을 훔쳐 희롱하거나 도성에 침입하여 업신여기고 궁
궐을 더럽혔다. 이미 그 죄가 극에 달해 하늘에 닿았으니 필히 패망하여 심히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今我以王師則有征無戰。軍政則先惠後誅。將期剋復上京。固且敷陳大信。敬承嘉諭。用戢奸謀。且汝素是
遐甿。驟爲勍敵。偶因乘勢。輒敢亂常。遂乃包藏禍心。竊弄神器。侵凌城闕。穢黷宮闈。旣當罪極滔天。
必見敗深塗地。

2. 얼거리/진술부

  진술의 대강을 알리는 내용을 담는 부분이 여기이다. 도입부에서 황소는 사람의 도리를 
저버리고 하찮은 백성으로 많은 사람을 해치고 궁궐을 침입하여 법도를 어지럽힌 죄를 저
질렀다. 얼거리에서 그에 대한 벌을 어떻게 받았는지 전시대의 토포스에서 찾고 있다. 요
순시대의 묘와 호, 진을 노린 유요와 왕돈 등은 역대에 난을 일으킨 인물들이다. 이 배반
자와 반란자를 논하면서 너의 행동도 이와 다르지 않음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그들이 
맞이한 비참한 최후를 들고 나와 황소의 앞날을 예견한다. 典故를 이용한 토포스를 활용
하여 난의 결말을 알려준다. 그리고 가까이는 당 현종 때 안록산과 당 덕종 때 주자가 황
실에 반기를 들어 한때 융성하였으나 곧 죽거나 죽임을 당한 사실도 부가한다. 이는 하늘
이 그들의 작태를 두고 보지 않았다는 사실로 미루어 황소의 앞날을 훤히 비추고 있는 것
이다. 이들도 한 때 그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했지만 모두 섬멸되었다. 특히 녹산은 아들
과 반목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며 주자는 스스로 한원천황이라 칭하였지만 이후 이성에게 
패하여 달아났다가 부장에게 살해당했다. 
  이런 사실을 황소가 직시하고 있었다면 전 시대에 난을 일으켜 섬멸당한 무리들의 토포
스가 자신의 최후일 수 있다는 불안이 잠재될 수밖에 없다. 이 대목에서 최치원은 전 시
대의 불충한 무리들의 최후의 토포스를 이용하여 황소에게 회유를 위한 다음 단계로 불안
감을 심어주었다.

 아아! 요순시대에 묘와 호가 복종을 하지 않은 이래로 불량한 무뢰한들과 불의 불충한 무리들이 있어왔
다. 너희 무리들이 행동하는 바가 어느 시대엔들 없었겠는가. 멀게는 유요와 왕돈이 진 왕실을 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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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보았으며, 가깝게는 녹산과 주자가 황실에 개처럼 짖어댔다. 그들 모두 혹 날랜 병사를 손아귀에 넣었
거나 혹은 중대한 임무를 차지하고 있었기에 큰 소리로 꾸짖으면 천둥과 번개가 내려치듯 하였고 떠들썩
하면 안개와 연기로 가로막히듯 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잠시 간사한 계책들을 왕성하게 행하다 마침내 
이 추잡한 무리들은 섬멸 당하였다. 태양이 널리 비추는데 어찌 요사스러운 기운을 방임하겠는가. 하늘
의 그물이 높이 걸렸으니 필히 흉악한 무리들이 숙청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噫。唐虞已降。苗扈弗賓。無良無賴之徒。不義不忠之輩。爾曹所作。何代而無。遠則有劉曜，王敦覬覦晉
室。近則有祿山，朱泚吠噪皇家。彼皆或手握強兵。或身居重任。叱吒則雷奔電走。喧呼則霧塞煙橫。然猶
暫逞奸圖。終殲醜類。日輪闊輾。豈縱妖氛。天綱高懸。必除兇族。

  황소의 출신을 반복적으로 언급하여 신분이 다른데 황소의 행위가 천벌을 좌초한 것이
니 천하의 사람들 뿐 만이겠느냐 귀신조차도 그 죄를 묻고 있다. ‘땅속의 귀신들도 이미 
몰래 죽이기로 의논하였다’는 무시무시한 말을 하여 일설에 황소가 의자에서 떨어졌다는 
지경에 이른 것이 바로 이 대목의 문장으로 황소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것으로 유명하다. 
전 시대 불충한 무리들의 자멸 토포스를 이용하여 앞날을 예견하듯 하늘도 노하여 숙청을 
시켰는데 하물며 황소 너는 그 출신 성분이 그들에 비할 바가 못 되고 수없이 많은 죄를 
저질렀다. 어느 시대에나 불충한 무리들은 있었다. 하물며 그들은 병권을 쥐고 있었거나 
요직에 앉아있던 이들로 한때 융성했지만 결국 숙청되었음을 앞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귀신도 들고 일어나 황소 죽임을 의논하였으니 천지간에 황소의 편은 어디에도 없
음을 강조한다. 

 하물며 너와 같은 평민 출신이 밭이나 갈다가 일어나 불사르고 위협하는 것을 좋은 계책으로 알고 죽
이고 해하는 것을 급선무로 하고 있구나.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죄만 있고 속죄할 수 있는 작은 
선행조차 없으니 천하의 사람들 모두가 너를 죽일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땅속의 귀신들도 이미 몰래 죽
이기로 의논하였을 것이다. 설령 기운이 일시적으로 넉넉하여 목숨이 붙어있다 하더라도 조만간 넋을 잃
고 혼을 빼앗길 것이다. 무릇 사람의 일이란 스스로를 잘 아는 것 만한 것이 없다. 내가 헛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니 너는 반드시 살펴 듣도록 해야 한다.
況汝出自閭。閻之末。起於隴畝之間。以焚劫爲良謀。以殺傷爲急務。有大愆可以擢髮。無小善可以贖身。
不唯天下之人皆思顯戮。抑亦地中之鬼已議陰誅。縱饒假氣遊魂。早合亡神奪魄。凡爲人事。莫若自知。吾
不妄言。汝須審聽。
 
3. 논증부/벼리

  논증부(벼리)에서는 실제 본론의 내용이 논의로 전개된다. 황소에 대한 회유가 본격적으
로 전개된다. 들머리에서 이미 회유의 물꼬를 틀었고 전개부(얼거리)에서 회유의 다음단계
로 전고의 토포스를 이용하여 불안감을 황소에게 심어주었다. 논증부에서 다시 회유의 방
법으로 죄를 묻지 않을 것이고 『도덕경』 23장을 인용한 것과 『춘추전』을 들고 나와 구체
적으로 비유한다. ‘폭풍’과 ‘소나기’는 하늘이 하는 일인데도 한나절이 지나기 전에 그치듯
이 사람의 일인 황소의 승리도 그 길이는 더하지 않다는 것이다.
  황소를 회유하는 중대한 단계로 투항의 기회를 주겠다는 의지를 표현한다. 재차 언급하
지만 피를 흘리지 않고 적의 항복을 받아 난을 평정하는 것이 최고의 전쟁이다. 격문이 
노리는 효과이다. 이 회유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어서 나온다. 투항하면 죄도 묻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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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슬도 주고 후손들도 영화를 누리게 해준다는 황소 뿐 만 아니라 자손까지 언급하면서 
회유의 내용이 넓어진다.16) 
  여기서는 위협과 회유의 양면이 동시에 구사된다,17) 위협하여 불안감을 고조시킨 상황
에서 겁박하여 회유를 이끌어낸다. 겁박하기 전에 먼저 황소의 잔악성을 폭로하고 그에게 
과거의 교훈도, 미래의 끔찍한 결말도 들려준다.18)특히 이 회유를 위해 많은 전고를 확보
해야 하는데 “가능한 것과 가장 적합한 것에 관한 전제들을 선별해서 확보”19)한 사실들을 
많이 가지면 논제 증명을 쉽게 할 수 있듯이 역사적 사실을 많이 수집하여 적절한 말에 
넣기만 해도 의도한 뜻을 명백히 전달할 수 있거나 그 전고를 전제로 삼아 회유의 의도를 
명백히 전달할 수 있다. 최치원은 이런 토포스를 피나는 노력의 결과로 많이 갖고 있다. 
전개부에서도 역사적 사실의 토포스 내용을 적절히 배합하여 황소를 회유하는 자료로 사
용했다. 처음의 불안감은 두려움으로 이제 그 두려움은 최고조에 달하게 된다.
  특히 고변은 책략을 구사하여 용맹한 장수와 용감한 군사들이 구름과 비처럼 모여 들것
을 언급하는 대목은 그들의 막강한 군사력을 과시하여 황소 무리는 대적할 수 없음을 나
타낸다. 그리고 역대 난을 진압한 장수들을 들어서 고변막하 장수들의 위용을 과시하였다. 
고변의 군사력은 불처럼 타올라 기러기의 깃털을 태우고 태산을 들어 올려 새알을 누르는 
것과 같음을 비유하여 황소의 상대가 되지 못함을 드러내고 황소의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
다.

요즘 우리나라는 욕된 일도 포용할 만큼 덕이 깊고 작은 허물도 잊을 만큼 은혜가 중하여 너에게 절모를 
제수하고 방진을 위임하였다. 그런데 오히려 너는 스스로 독한 기운을 품고 올빼미 소리를 거두지 아니
한 채 사람들을 물어뜯고 오직 주인에게 대들어 짖어댔다. 그리고 이내 성덕에 교화를 저버리는데 이르
러 군대로 자미성을 포위하니 공후는 위급함에 도망쳐 숨어버리고 성상의 행차는 먼 땅을 순행하게 되었
다. 너는 일찍이 덕과 정의로 돌아올 줄 모르고 다만 흉악한 짓만 늘어났다. 이에 성상께서 너의 죄를 
용서해준 은혜가 있는데, 너는 나라에 그 은혜를 배신한 죄만 있으니 필히 죽음을 당하는 날이 얼마 남
지 않았다. 어찌 하늘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냐. 하물며 주의 솥은 물어볼 것이 아닌데, 한의 궁궐을 어
찌 너를 편안케 할 곳으로 탐을 내느냐.
 너의 생각을 알 수가 없다. 마침내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이냐. 너는 듣지 못했는가. 도덕경에 이르기를 
“폭풍은 아침이 지나기 전에 그치고, 소나기는 하루가 지나기 전에 그친다. 하늘과 땅이 하는 일도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데, 하물며 사람의 경우이겠는가.”라고 하였다. 또 듣지 못했는가. 춘추전에 이르기를 
“하늘이 잠시나마 착하지 않은 자를 도와주는 것은 복을 주려 함이 아니라 그 흉악함을 두텁게 하여 벌
을 내리려 함이다.”라고 하였다. 지금 너는 간사함을 감추고 사나움을 숨겨 악행을 쌓고 재앙을 채우면
서 위험한 것을 스스로 편안히 여기고 미혹되어 돌이킬 줄 모른다. 이는 소위 제 솥 안에서 물고기가 놀
다가 곧 불에 삶아지는 것을 보는 것과 같다.
 나는 웅대한 책략을 알려 여러 군사들을 모아 규합하니 용맹한 장수들이 구름처럼 날아들고 용감한 병
사들이 비처럼 모여 든다. 높고 큰 깃발은 초나라 요새의 바람을 잦아들게 하고, 전함과 누선은 오나라 
장강의 물결을 끊어 막아낸다. 도태위처럼 적을 깨뜨리는데 날카롭고, 양사공처럼 엄숙함이 가히 신이라 
칭할 만하다. 널리 팔방을 바라보고 만리를 가로지르니 비유하자면 맹렬하게 타는 불이 넓게 퍼져 저 기
러기의 깃털을 태우는 것과 같고 태산을 높이 들어 그 새의 알을 누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이제 

16) 마무리에 가면 황소에 대한 회유가 극에 달한다.
17) 金血祚, 93
18) 양태종,272
19)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시학,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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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신이 계절을 맡았고 수백이 우리 군사를 맞이하니, 가을바람은 쌀쌀한 가을 기운의 위엄을 거들고 새
벽이슬은 해질녘 번잡한 기운을 씻어준다. 파도가 이미 잠잠해지고 도로가 곧 통하게 되니 석두성에서 
배가 출항하면 손권이 후군을 맡고 현수산에서 돛을 내리면 두예가 선봉을 맡을 것이다. 경도를 수복하
는 것은 열흘의 기일이면 이룰 수 있다.
比者我國家德深含垢。恩重棄瑕。授爾節旄。寄爾方鎭。爾猶自懷鴆毒。不斂梟聲。動則齧人。行唯吠主。
乃至身負玄化。兵纏紫微。公侯則犇竄危途。警蹕則巡遊遠地。不能早歸德義。但養頑兇。斯則聖上於汝有
赦罪之恩。汝則於國有辜恩之罪。必當死亡無日。何不畏懼于天。況周鼎非發問之端。漢宮豈偸安之所。不
知爾意終欲奚爲。汝不聽乎。道德經云。飄風不終朝。驟雨不終日。天地尙不能久。而況於人乎。又不聽
乎。春秋傳曰。天之假助不善。非祚之也。厚其凶惡而降之罰。今汝藏奸匿暴。惡積禍盈。危以自安。迷以
不復。所謂燕巢幕上。漫恣騫飛。魚戲鼎中。卽看燋爛。我緝熙雄略。糾合諸軍。猛將雲飛。勇士雨集。高
旌大旆。圍將楚塞之風。戰艦樓船。塞斷吳江之浪。陶太尉銳於破敵。楊司空嚴可稱神。旁眺八維。橫行萬
里。旣謂廣張烈火。爇彼鴻毛。何殊高擧泰山。壓其鳥卵。卽日金神御節。水伯迎師。商風助肅殺之威。晨
露滌昏煩之氣。波濤旣息。道路卽通。當解纜於石頭。孫權後殿。佇落帆於峴首。杜預前驅。收復京都。剋
期旬朔。

  ‘상제의 깊은 인덕’과 ‘성상의 법령’을 들어 본격적인 회유에 들어간다. 황제는 사사로운 
원한으로 역적을 토벌하지도 않으며 황소처럼 정도를 걷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우둔한 사
람에게는 진실한 마음으로 타이러는 것으로 이 또한 진심을 다한 회유이다. 황소가 원하
기만 하면 가문을 이어갈 수 있으며 죽음도 면하고 길이 이름을 떨쳐 후손까지 영화를 누
릴 수 있으니 대장부답게 의심을 접고 선택하기를 종용한다. 이 격서를 보내는 뜻이 황소
에게 위급함을 알리고 누구의 말을 따를지에 대해 올바른 선택을 하라는 것으로 황제가 
베푸는 은혜를 원망으로 보답하지 말 것을 권유하는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한다.

 다만 생명을 아끼고 살생을 싫어하는 것은 상제의 깊은 인덕이요, 법을 굽혀서 은혜를 펼치는 것은 성
상의 법령이다. 관부의 역적인 자를 토벌할 때는 사사로운 원한을 품어서는 안 되며, 길을 헤매는 자를 
타이를 때는 진실로 바른 말을 해야 한다. 내가 편지를 날려 너의 거꾸로 매달린 듯한 너의 위급함을 풀
어주려 하니 너는 고지식하게 굴지 말고 빨리 기회를 보아 스스로 속셈을 잘 알아차려 잘못을 능히 고치
도록 해라. 만약 땅을 떼어 나누어 받아 나를 열고 가문을 이어가길 원한다면, 몸과 머리가 나뉘는 것을 
면하여 공을 세워 이름을 떨치는 것이 특출 날 수 있을 것이다. 겉으로만 친한 이들을 믿어 의지하지 말
고 먼 후손에게 영화를 전하도록 해라. 이는 아녀자가 알 바가 아니며, 실로 대장부의 일이니 빨리 바꾸
어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내가 하늘의 명을 받들고 물의 신의에 바탕을 두었으므로 반드시 말을 하면 
메아리처럼 응할 것이니 은혜가 원망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但以好生惡殺。上帝深仁。屈法申恩。大朝令典。討官賊者不懷私忿。諭迷途者固在直言。飛吾折簡之詞。
解爾倒懸之急。汝其無成膠柱。早學見機。善自爲謀。過而能改。若願分茅列土。開國承家。免身首
之橫分。得功名之卓立。無取信於面友。可傳榮於耳孫。此非兒女子所知。實乃大丈夫之事。早須相報。無
用見疑。我命戴皇天。信資白水。必須言發響應。不可恩多怨深。

4. 마무리

  수사학의 배열에서 마무리는 본론의 내용을 정리하고 감정 자극에 맞춰져야 한다.20)격
문으로 보면 마지막 부분의 각 구는 대구를 정확하게 맞췄으며 수사적 표현의 극대화를 

20) 키케로, 생각의 수사학,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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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룬다. 특히 황소의 무리를 각종 동물, 사마귀, 까마귀, 올빼미의 행동에 비유하고 있다. 
따라서 변변히 저항도 못하고 궤멸될 것을 동물의 비유를 통해 분명히 하고 있다.21) 
  지금까지 회유하고 위용을 과시한 내용을 마무리 짓기 위한 마지막 작업에 들어가야 한
다. 논증부에서 위용을 과시하여 전의를 상실하게 만드는 시도를 하였다. 이제 마무리에서 
황소에게 일격을 가하여 전의를 완전히 상실하고 투항하게 만들 요령으로 마무리에 총력
전을 펼치고 있다. 부드러운 회유가 아니라 끝까지 저항을 한다면 황소의 몸이 뼈 가루가 
되고 그것도 모자라 아내와 자녀까지 종족이 멸문지하를 당할 것으로 격렬한 최후통첩을 
날리고 있다. 회유에 응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한다면 어찌 될 것인지를 동물들의 비유로 
결말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다. 최치원이 사용한 비유법은 과장으로 나아가며 수사적 표
현의 극대화를 이룬다. 황소가 무엇을 상상할지 그 상상으로 공포감과 불안감에 사로잡히
도록 표현22)하는 마무리로 다시 회유의 대미를 장식한다.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을 고집
하여 여우처럼 의심을 품지 말아라.’

 혹 만약 미친 무리들에게 끌려 다니며 깊이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고, 사마귀가 수레바퀴에 항거하듯이 
하면서 그루터기를 지키고 토끼를 기다린다면 곰을 때려잡고 표범을 잡았던 군대를 한 번의 지휘로 쳐부
수어 멸할 것이니 까마귀처럼 모여들어 올빼미처럼 날뛰던 무리가 사방으로 흩어져 날아갈 것이다. 너의 
몸은 도끼의 기름이 되고 뼈는 전차에 의해 분쇄될 것이며, 아내와 아이는 잡혀 죽고 종족은 처형될 것
이니 생각건대 배에 불이 붙으면, 필히 배꼽을 물어뜯어도 이미 때는 늦다. 너는 모름지기 나아가고 물
러남을 헤아리고 참작하여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도록 해라. 배반하여 멸망당하기보다는 귀순하여 영화
롭게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다만 바라기만 해도 필히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니 장사가 할 일을 찾아 
힘써 표범처럼 변할 것이요,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을 고집하여 여우처럼 의심을 품지 말아라. 아무개가 
고하노라.
或若狂走所牽。酣眠未寤。猶將拒轍。固欲守株。則乃批熊拉豹之師。一麾撲滅。烏合鴟張之衆。四散分
飛。身爲齊斧之膏。骨作戎車之粉。妻兒被戮。宗族見誅。想當燃腹之時。必恐噬臍不及。爾須酌量進退。
分別否臧。與其叛而滅亡。曷若順而榮貴。但所望者。必能致之。勉尋壯士之規。立期豹變。無執愚夫之
慮。坐守狐疑。某告。

3.2. 표현술

  격서는 의리가 잘 드러나고 큰소리를 쳐야하기에 강건23)해야 하지만 「격황소서」는 변려
문으로 작성되어 형식적 아름다움24)을 드러내면서 전본에 따라 격서로써 갖추어야 할 형
식을 잘 따랐다. 형식적 아름다운 문체가 들머리에서 바로 표현된다. 대조법 등 수사적 비
유법이 많이 사용된 격서이다. 변려문의 머리말이며 수사학의 연설문의 짜임새로 보면 들
머리에서 도에 속하는 것은 올바른 길, 슬기로운 자의 행동으로 구분하고 권에 속하는 것
은 올바르지 못한 길, 우둔한 자의 행동으로 상호 대조를 이루는 문체를 사용한다. 이에 
따라 도를 선택하는 자는 성공하고 권을 선택하는 자는 패망한다는 것을 알리고 그 결과

21) 金血祚, 94
22) 金血祚, 95
23) 金血祚, 74.
24) 金血祚,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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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예시를 통해 보여 준다. 변려문의 가장 큰 특징이 대구법인데 이 격서에서 대구의 빈
번한 사용은 회유의 물꼬를 튼다. 도와 권, 성공과 패망으로 이어지는 세상의 이치를 비교
한다.

무릇 올바름을 지키며 떳떳함을 수행하는 것을 도라 일컫고, 위태로움에 임하여 변통하는 것을 권이라 
일컫는다. 슬기로운 자는 시류에 순응하여 성공하고, 우둔한 자는 이치에 맞지 않아 패망하게 된다.

황소의 죄와 속죄할 수 있는 선행을 수적인 대조를 보여주어 죄의 과중함에 비해 선행은 
없었다는 수사적 표현법(유대와 무소)을 활용하여 천벌의 받을 것을 강조한다. 회유를 위
한 초기 불안감을 주는 단계에서 위협으로 그 강도를 높여간다.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죄만 있고 속죄할 수 있는 작은 선행조차 없으니 
有大愆可以擢髮。無小善可以贖身

  『도덕경』 과 『춘추전』을 인용하여 ‘폭풍’과 ‘소나기’처럼 황소의 정권도 오래 갈 수 없
음을 비유하고 있다. 결국은 다음 글처럼 멋모르고 날뛰다가 솥 안의 물고기처럼 불에 삶
아지는 신세와 같음을 남조시대 구지의 <여진백지서>를 인용하여 황소의 처지를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제 솥 안에서 물고기가 놀다가 곧 불에 삶아지는 것을 보는 것과 같다.

3.3. 회유전략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전략으로 세 가지 요소를 언급한다. 그 사람의 인물을 나타내는 
에토스와 상대방을 마음을 움직이는 파토스와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로고스를 설득의 기술
적 전략으로 보고 있다. 이 격서에서 에토스는 들머리에서 격서를 쓴 사람은 최치원이지
만 고변을 대변하고 있으므로 아무개는 고변을 의미하며 고변은 황제의 군사를 움직이는 
직책을 가지고 있으므로 격서를 보내는 사람은 황제를 의미한다. 황제는 하늘의 뜻에 따
라 그 지위에 앉은 사람이니 그의 에토스는 이미 천하가 인정해준 사람이며 격서 곳곳에
서 황제의 선한 의도를 드러내면서 회유를 한다. 황제의 선한 의도 중 하나는 원하기만 
하면 황소와 그 자손까지 부귀영화를 누리도록 모든 조처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회유의 
마무리이다.
  그러나 황소는 들머리에서 그 신분이 보잘 것 없는 출신인데다 도적이 되어 천하를 어
지럽히고 도성까지 더럽힌 죄인이라고 황소의 인품은 격하된다. 남을 헤칠 마음을 품은 
것은 남에게 호의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달과 이익을 위한 행동이라는 
것이다. 황소의 에토스를 폄하하거나 비도덕적인 품성을 드러냄으로 황소 측의 사기 저하
를 조장하고 향후 일의 결말이 어떨지를 보여준다.

너는 본래 변두리의 백성인데 홀연히 사나운 도적이 되어 마침 기세를 올라타 감히 삼강오륜을 깨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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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럽혔다. 마침내 남을 헤칠 마음을 품어 제사물품을 훔쳐 희롱하거나 도성에 침입하여 업신여기고 궁
궐을 더럽혔다. ...... 패망하여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또한 황소의 출신이 하찮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면서 신분이 낮은데도 반란을 도모
한 귀신까지 끌어들여 황소의 앞날을 예견한다.

하물며 너와 같은 평민 출신이......

  격서에는 황제는 깊은 인덕, 은혜,  황소는 ‘변두리 백성’, ‘하물며 평민출신’, ‘도적’ 
‘희롱’, ‘도성침입’ 등의 어휘를 사용하여 황제의 에토스는 격상하고 덕을 베풀어주는 군주
로, 황소의 에토스는 폄하하여 천하를 강탈하는 도적으로 상호 대조를 하여 회유의 전략
을 펼치고 있다. 
  청중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어 설득을 이루려는 파토스의 관점에서 보면, 황제는 황
소가 어떤 일을 했든 하고 있든 미래에는 그 죄를 다 사하고 황소가 원하는 일을 주고 자
손까지 영화롭게 살도록 알선한다는 사실은 회유의 대미를 장식하는 감정 정화이다. 그러
나 회유의 절정에 달하기 전에 들머리와 얼거리, 벼리에서 언급한 전고의 예들은 황소에
게 불안감과 두려움, 심지어 공포감을 유발하여 정벌 없는 승리를 쟁취하고자 하는 파토
스의 설득 전략으로 분석할 수 있다. 

4. 끝마치며

  최치원은 신라 말 뛰어난 글재주를 지닌 인물로 당나라에 유학하여 귀국하기 전 고변의 
종사관으로 재직하면서 황소에게 「격황소서」를 보내 반란을 종결짓고자 하였다. 격서는 
천둥소리에 앞서 번개가 번쩍이듯이 출정에 앞서 위엄이 실린 소리를 전파할 필요성25)이 
있어 상대편에게 보내는 글이다. 이 글을 고변을 대신하여 최치원이 작성한 격서가 「격황
소서」이다. 격서는 그 형식이나 글체의 특징으로 고문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당시 당나라
에서는 변려문이 유행하던 시기라 최치원은 격서를 변려문 형식으로 작성했고 명문으로 
그 이름이 길이 남았다. 격서의 전범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변려문의 특징을 잘 살려내었
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격황소서」를 회유의 수사학으로 읽고 회유의 관점에 따라 분석을 시도하였
다. 분석 과정에서 변려문의 분석과 연결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 변려문의 특징은 아름다운 형식미이고 그 형식이 주는 요소가 수사학의 특징으로 볼 
수 있어 연설의 구조와 설득전략을 놓고 그 분석을 시도하였다.
  글의 구조에서 최치원은 들머리에서 황소를 회유하고 전 시대의 불충한 무리들의 최후
의 토포스를 이용하여 황소에게 회유를 위한 다음 단계로 불안감을 심어준다. 그리고 벼
리에서 위협과 회유의 양면이 동시에 구사된다. 또한 투항하면 죄도 묻지 않고 벼슬도 주
고 후손들도 영화를 누리게 해준다는 황소 뿐 만 아니라 자손까지 언급하면서 회유의 내
용이 넓어진다. 마무리에서 회유가 종결되는 데 불안감에 공포심마저 심어주어 황소에게 

25) 유협,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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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격을 가하여 전의를 완전히 상실하고 투항하게 만들 요령으로 마무리에 총력전을 펼치
고 있다. 첫 시작이 도와 권을 들고 나와 슬기로운 자의 갈 길과 어리석은 자의 갈 길의 
끝을 알려 주었는데 끝맺음이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을 고집하여 여우처럼 의심을 품지 
말아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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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치원의 「격황소서」에서 전쟁과 회유의 수사학 읽기”에 대한 토론문

                                                                 한성일(가천대학교)

  이 논문은 당나라 시대 반란을 일으킨 황소의 난을 평정하는 데 동참했던 최치원이 고변을 
대신하여 지었던 격문인 ‘격황소서’에 사용된 회유의 전략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치원의 명성을 당나라 전역에 떨치게 했던 명문으로 평가받는 ‘격황소서’는 위협과 회유
를 절묘하게 표현한 글로 전쟁의 위협이 끊이지 않는 지금의 상황에서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는 격문의 전범이라고 생각 됩니다. 따라서 ‘격황소서’의 설득 전략을 분석하는 작업
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솔직히 토론자도 ‘격황소서’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이 부족해 선생님의 논문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궁금증을 여쭙는 것으로 토론자
의 책무를 다해보려 합니다.
 
1. 최치원의 ‘격황소서’를 읽은 황소가 혼비백산하여 의자에서 굴러떨어졌다는 일화가 중국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격황소서’에 대한 황소를 비롯한 반란군들과 당나라 조정
의 반응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록되어 있다면 그 내용을 소개해 주시
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문장도 읽는 이의 감흥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면 그 가치가 없는 
것처럼, 항복을 종용하는 격문이기에 이 글에 대한 반란군의 반응은 이 글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잣대가 될 것 같습니다.

2. ‘격황소서’는 상대방이 자기 목이 붙어 있는지 확인하게 할 정도의 강력한 ‘위협’과 상대가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어루만지고 달래는 ‘회유’의 강온전략이 절묘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역모의 실패 사례들을 열거하고, 경전(도덕경, 춘추전)의 가르침을 인용하고 토벌군의 막강
한 위력을 알림으로서 최대한의 압박을 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항복하면 부와 명예를 누리
도록 배려하겠다는 회유가 이어집니다. 결국 위협과 회유를 통해 항복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직면한 상황에서 ‘회유’만으로 항복을 설득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위협’과 ‘회유’
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한 ‘위협’이 있기에 ‘회유’의 전략이 더 효과를 발
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북미회담의 과정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 압박의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 로켓맨이 자살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이러한 압
박이 결과적으로 북미회담의 개최로 이뤄졌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입니다. 회담이 이뤄지는 과
정에 트럼프 대통령은 ‘핵을 포기하면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번영한 나라 중 하나가 될 것이
다’라고 회유하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최근 이란과의 대치국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
다. “이란이 싸움을 원한다면, 그것은 이란의 공식적 종말이 될 것이다”와 같이 최대한의 압
박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이란 모두 전쟁은 원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에 적절한 시
점에 이란에 대한 회유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강력한 위협이 없는 회유는 그 효과가 미비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단순한 생각입니
다. 그래서 ‘격황소서’에서 최치원이 더 집중한 부분도 회유보다는 위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3. 발표자가 보실 때 북한과 이란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와 ‘격황소서’의 수사에 주목할 
만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끝으로 토론자의 무지가 발표자의 노고에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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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병법》(孫子兵法)의 수사학

-냉혹(冷酷)과 인자(仁慈), 그 대립과 통일

이혜중 (李惠中)*

1.서론 

2.본론

⑴ 냉혹한 전술 전략

⑵ 인자한 전술 전략

⑶ 냉혹함과 인자함의 통일

3.결론

참고문헌

1.서론

지구상 대부분의 생명체는 태어나는 것 자체가 경쟁이고 전쟁이다. 암수가 서로 좋은 짝을 찾는 

것부터 시작하여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과정이 곧 경쟁이고 전쟁이니 말이다. 새로운 생명이 힘

겹게 세상에 나왔다고 한들 모두 순탄하게 성장하는가? 동물의 세계가 약육강식의 논리이고 먹이사

슬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익히 알고 있지 않은가. 심지어 평화롭게 보이는 저 신록의 초목도 서로 

햇빛을 차지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가지가 휘어지는 이유가 달리 있을까. 생명에 필요불가결한 

햇빛을 더 받고자 자기 몸을 스스로 그리 비튼 탓이다. 유심히 살펴보면 그늘 속에 시들어 죽은 어

린 나무나 풀잎도 많다. 그들은 햇빛 흡수 경쟁과 전쟁에서 졌기 때문이다.
최근에 목도한 일이다. 학위 논문을 쓰던 중국인 학생 하나가 심사에서 떨어졌다. 재심사를 앞두

고 불철주야 수정과 보완에 매진하는데 생각처럼 진도가 나가지 않자 자신의 SNS에 이런 문구를 

올렸다. “和该死的论文决一死战! 阿! 西! 吧!” 우리말로 옮기면 이렇다. “이 죽일 놈의 논문과 사생

결단의 전쟁이다! 아! **”1) 논문 쓰는 일마저 전쟁에 비유했다. 논문을 죽이든 내가 죽든 둘 중에 

하나라는 결기를 표현했다. 이처럼 우리는 평화를 원하면서도 매사를 전쟁에 비유한다. 실은 우리의 

삶 자체가 경쟁이고, 경쟁은 곧 전쟁이기 때문이다. 목하 한창 진행 중인 미중 간의 무역 분쟁도 매

스컴은 열이면 열 모두 ‘무역 전쟁’이라 부른다. 꼭 무기로 싸우지 않더라도 일단 싸움이 붙으면 전

쟁이라 칭하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 인간도 개인이든 집단이든 상호간에 모순과 갈등이 발생하면 싸운다. 말로 싸우거나 

법으로 싸워 그럭저럭 해결된다면 다행이겠으나 그렇지 않고 그 모순과 갈등이 계속 증폭되고 심화

되면 어떤 결과가 될까? 불편한 진실이지만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결국 무력에 호소했다. 개인 

간의 폭행이나 집단 사이의 무력 충돌 그리고 국가 간의 전쟁은 방식과 규모에 차이가 있을 뿐 그 

본질은 같은 것이다. 곧 전쟁이란 모순과 갈등을 해결하려는 최후의 수단이었다.
전쟁의 본질이 이렇듯 좋게 끝나는 전쟁은 없다. 승자도 피해를 입지만 패자는 모든 것을 잃을 

* 한국외대 중국언어문화학부 강사. hyejoonglee@daum.net
1)‘xx’ 이 부분은 비속어이므로 생략한다. 중국어로 발음하면 'xiba'가 된다. 중국 온라인 사전에 등록된 욕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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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므로 그 어떤 전쟁도 섣불리 시작할 수 없다. 또한 전쟁을 일단 시작했으면 이기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릴 수 없다. 따라서 승부(勝負)를 사전에 치밀히 계산하라는 것이고, 또한 승산(勝
算)이 섰더라도 일단 개전하면 속전속결(速戰速決)로 끝내라는 것이 《손자병법》(孫子兵法)의 가르

침이다. 
《손자병법》은 자타가 공인하는 중국 최고의 전술전략서이다.2) 《손자병법》이 설파했던 승전의 

방법을 수사학적 관점에서 거시적으로 관찰하면 냉혹(冷酷)과 인자(仁慈)라는 상호 모순대립적인 내

용을 동시에 구사하여 변증법적으로 통일시킨 점이 주목된다.3) 
이에 본고는《손자병법》의 냉혹함을 먼저 살펴보고, 그와 대립되는 인자함의 측면을 살펴본 후

에, 상호 모순대립적인 냉혹함과 인자함이 어떻게 통일되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로써《손자병

법》을 읽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수사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는《손자병법》또한 유용한 독법의 하나

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 인용된《손자병법》원문의 한글 번역문은 《온통손자병법》에 따랐다.4) 

2.본론

《손자병법》의 첫 편 첫 마디는 이렇게 시작한다. “전쟁은 국가의 대사로서 생사가 갈리는 지점

이고 존망이 걸려 있는 길이니 자세히 살피지 않을 수 없다.”5) 이처럼 심각한 내용이니 무미건조하

2) 명나라 학자 모원의(茅元儀)는 이렇게 평가했다. “손자병법 이전의 병법은 《손자병법》이 모두 포괄한다. 손
자병법 이후의 병법은 손자병법을 빗겨갈 수 없다 (前孫子者, 孫子不遺., 後孫子者, 不能遺孫子.《武備志·兵訣
評》序). 곧《손자병법》은 병법서의 기준이자 지존이란 뜻이다.

3) 《손자병법》은 군사학 논저이다 보니 수사학적으로 연구한 중국학자들의 연구가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 비
교적 일찍이 이 분야를 개척한 학자는 振筑으로 1987년 발표한 论《孙子兵法》的修辞艺术[J]. 军事历史研究
가 처음이다. 그 이후 熊剑平,. 《孙子兵法》互文修辞格的运用[J]. 滨州学院学报, 2012까지 드문드문 관련 논

문이 발표되었다. 그 사이 발표된 논문이나 학위논문으로는 方姗姗.《孙膑兵法》文学性研究[D]. 山东师范大
学: 山东师范大学, 2012. 高大金,荣祥胜,霍福江,.《孙子兵法》的语言运用艺术浅析[J]. 时代文学(下半月), 2012 青
岛大学: 青岛大学, 2012. 汤玫英,.《孙子兵法》修辞艺术简论[J]. 科教文汇(上旬刊), 2010 刘卿.《孙膑兵法》修辞
格研究[D]. 兰州大学: 兰州大学,2007. 余炳毛,田西柱,. 《孙子兵法》修辞特色述略[J]. 西安航空技术高等专科学校
学报, 2006 余炳毛.《孙子兵法》写作艺术论略[J]. 陕西师范大学继续教育学报, 2003 徐维, 赵月新.《孙子兵法》
语言艺术探微[J]. 修辞学习, 1997 등이 있다. 수사학의 범위를 넓혀서 문학이나 언어 예술적 특색을 분석한 

논문도 그 사이 대략 예닐곱 편정도 발표되었는데 아래와 같다. 蔡静平, 辞如珠玉阐幽发微 —《孙子兵法》的
语言文学成就[J]. 解放军艺术学院学报, 2016, 崔乃鑫.《孙子兵法》文学艺术探魅[J]. 辽宁师范大学学报(社会科学
版), 2009, 周少锋.《孙子兵法》文学价值考量[J]. 大众文艺(理论), 2009, 魏东.《孙子兵法》的文学价值[J]. 滨州
学院学报, 2008, 余炳毛. 论《孙子兵法》的语言文学特色[J]. 武警学院学报, 2005, 傅朝.《孙子兵法》的文学价值
[J]. 辽宁师范大学学报, 2001(3), 石涛.《孙子兵法》的文学成就[J]. 淮北煤师院学报(哲学社会科学版), 1999, 王启
才.《孙子兵法》的文学价值论略[J]. 黄淮学刊(自然科学版), 1997. 따라서《손자병법》의 명성에 비하여 수사학

이나 문학적으로 접근한 연구는 그다지 풍부하다고 할 수 없다. 한국의 경우은 더욱 드물어서 이현서의 

‘《손자병법》의 설득전략’이 유일하다. (중국학연구 75집, 2016.02, p51 – 72)
4) 《온통손자병법》은 华杉讲透孙子兵法(华杉, 江苏文艺出版社, 2015)의 한글 번역본으로 이인호가 옮기고 뿌리

와이파리에서 2016년 출간되었다. 최근에 출간된《손자병법》의 한글 번역본이라 번역문이 비교적 현대적이

고, 아울러 원저자 华杉이《손자병법》을 해설하면서 조조(曹操)를 비롯한 역대 유명 학자들의 주석을 다양

하고 적절하게 인용하여 본 논문을 작성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었다. 본 논문에서 인용한 조조(曹操) 이전(李
筌) 매요신(梅堯臣) 하씨(何氏) 장예(張預) 등의 해설이 그런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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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냉혹하게 서술하는 것도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손자병법》은 의외로 인자한 면모도 보

여주고 있다. 지금부터 냉혹한 전술 전략과 인자한 전술 전략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

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⑴ 냉혹한 전술 전략

《손자병법》은 인간의 심리와 본성을 통찰했다. 걸어가는 인간을 뛰게 만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익과 공포임을《손자병법》은 익히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손자병법》은 이익으로 적을 유인하

거나 기만하라는 말을 스스럼없이 했고, 아군은 철저히 이기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6) 또
한 이익으로 병졸을 움직이려면 포상을 적시에 적절히 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7) 또한 적의 물자를 

약탈하여 자기 것으로 삼기를 권장했다.8) 첩보 작전은 기밀이 생명이므로 기밀이 새어나가면 가차 

없이 관련 당사자를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다.9) 이러한 논조는 인간의 원초적 본능을 냉정하게 이용

한 것으로 여기에 문명의 지표인 도덕이나 윤리 관념은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
한편 한동안 뉴스에 자주 등장했던 보이스피싱의 단골 메뉴는 무엇인가? 검찰을 사칭하는 전화였

다. 보통 사람은 평생 한 번 만나볼 일도 없는 검사가 친히 전화까지 하여 겁을 주니 초창기 순진

한 분들은 많이 당했다. 이것은 인간의 공포심을 이용한 것이다. 그런데 돈보다 더 귀한 것이 목숨

이다.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인들 마다하겠는가. 이런 심리를 극단적으로 이용하고자 

《손자병법》은 병졸을 사지(死地)로 몰아넣으라고 했다. 사지로 몰아넣으면 살아나고자 사력을 다

하지 않겠는가. 그 사력을 이용하라는 것이다.
《손자병법》은 <구지편>(九地篇) <구변편>(九變篇)10) 등에서 사지(死地)를 언급했는데, 특히 <구

5) 孫子曰: 兵者, 國之大事, 死生之地, 存亡之道, 不可不察也. 
6) <계편>(計篇) : “전쟁이란 속이는 길이다. 유능하지만 무능하게 보여라. 유용함에도 무용하게 보여라. 가까이 

공격하려면 먼 곳을 공격하라. 멀리 공격하려면 가까운 곳을 공격하라. 이익으로 유인하고 이성을 잃으면 제

압하라. 적이 견실하면 대비하고 적이 강하면 피하라. 화나게 하여 흔들어라. 비굴하게 행동하여 교만케 하

라. 편안하다면 피곤하게 만들어라. 화목하면 이간질하라. 무방비인 곳을 공격하고 예상 밖의 곳을 출격하라. 
이는 장군의 승리 비결이므로 사전에 새어나가서는 안 된다.”(兵者, 詭道也. 故能而示之不能, 用而示之不用, 
近而示之遠, 遠而示之近; 利而誘之, 亂而取之, 實而備之, 强而避之, 怒而撓之, 卑而驕之, 佚而勞之, 親而離之. 
攻其無備, 出其不意. 此兵家之勝, 不可先傳也.) <군쟁편>(軍爭篇) : "전쟁은 속임수로 일어서고 유리할 때 움

직이며 병력의 분산과 집중으로 전술전략을 바꾸는 것이다." (兵以詐立, 以利動, 以分合爲變者也.) <세편>(勢
篇) : “적을 잘 흔드는 자는, 모습을 보이면 적은 반드시 따른다. 적에게 주면, 적은 반드시 취한다. 이익으

로 적을 흔들고, 강병으로 처리한다.”(故善動敵者, 形之, 敵必從之; 予之, 敵必取之. 以利動之, 以卒待之.) <구
지편> : “유리하면 움직이고, 유리하지 않으면 멈춘다.”(合于利而動, 不合于利而止.)

7) <작전편>(作戰篇) : "적의 물자를 탈취하는 원동력은 포상이다." (取敵之利者, 貨也.) 전거戰車를 타고 싸우는 

전쟁에서 적의 전거를 10량 이상 노획하면 가장 먼저 빼앗은 자에게 포상한다. 전거의 깃발을 바꾸어 아군

으로 편성하고 아군을 태운다. 포로는 잘 대우하여 비축하면, 적을 이길수록 아군의 세력이 더욱 강해진다." 
(車戰, 得車十乘以上, 賞其先得者, 而更其旌旗, 車雜而乘之, 卒善而養之, 是謂勝敵而益強.) 

8) <작전편> : “지혜로운 장수는 적국에서 식량을 적극 조달한다. 적의 식량 1종鍾을 앗아 먹으면 아군의 식량 

20종에 해당한다. 적의 여물 1석은 아군의 여물 20석에 해당한다.”(智將務食於敵, 食敵一鍾, 當吾二十鍾; 萁秆
一石, 當吾二十石.) 구지편 : “풍요로운 들에서 약탈하면 삼군은 양식이 충분해진다.”(掠於饒野, 三軍足食.)

9) <용간편>(用間篇) : “첩보 공작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먼저 알게 된 자가 있다면 첩자와 들은 자 모두 죽인

다.”(間事未發, 而先聞者, 間與所告者兼死.)
10) 구변편(九變篇) : “죽을 곳에 몰렸으면 사력(死力)을 다해 싸워라.”(死地則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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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편>에서 상당히 자세히 논술하고 있다. 《손자병법》은 이렇게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 

급히 싸우면 살아남을 수 있고 급히 싸우지 않으면 죽는 지역이 사지(死地)이다. (......) 사지에서

는 싸워야 한다.11) 
 
이미 죽은 목숨이니 살고자하면 싸우라는 것이다. 특히 적진 깊숙이 들어가 싸울 때의 상황과 용

병술을 <구지편>은 아래와 같이 논술했다.

무릇 적국으로 들어가 싸울 때의 법칙은 이렇다. 아군이 정신을 집중하면 적이 이길 수 없다. 풍
요로운 들에서 약탈하면 삼군은 양식이 충분해진다. 조심스럽게 쉬고 힘들지 않게 하면 사기가 

오르고 역량이 집중된다. 병력을 움직일 때는 계산을 하고 전략을 세울 때는 예측하지 못하게 

한다. 막다른 길로 몰리면 병사는 죽어도 도주하지 않는다. 죽을 각오로 싸우는데 어찌 이기지 

못하겠는가. 군관과 병졸은 최선을 다한다. 병사가 위험에 빠지면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갈 수 

없으면 단결하고, 깊이 들어가면 구속되고, 부득이하면 싸운다. 이런 까닭에 병사들은 훈련하지 

않아도 알아서 경계를 서며, 격려하지 않아도 알아서 힘을 내며, 묶어주지 않아도 알아서 친해지

며, 호령하지 않아도 알아서 기율을 준수한다. 미신을 금하고 의혹을 없애면 싸워 죽더라도 도주

하지 않는다. 사졸이 재물을 탐하지 아니함은 재물을 싫어하기 때문이 아니다. 사졸이 목숨을 탐

하지 아니함은 장수(長壽)를 싫어하기 때문이 아니다. 결전 명령이 떨어지는 날, 앉아 있는 사졸

은 눈물이 옷깃을 적시고, 누워 있는 사졸은 눈물이 턱을 적신다. 이런 사졸을 사지에 몰아넣으

면 전제專諸와 조귀曹劌처럼 용감해진다.12) 

장군은 병졸을 작전의 도구로 여길 따름이다. 어디 그뿐인가. <구지편>은 계속 말한다.

장군의 업무 처리는 조용하고 깊으며 엄정해야 한다. 사졸의 이목을 어리석게 하여 작전 계획을 

모르게 한다. 계획을 바꾸고 전략을 뒤집어 타인이 알지 못하게 한다. 주둔지를 바꾸고 행군을 

우회하여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한다. 사령관이 임무를 주는 것은 위로 올라갔을 때 사다리를 

치우는 것과 같다. 사령관이 군대를 이끌고 적의 영토로 깊숙이 들어가면 쇠뇌를 당긴 것과 같

다. 배를 불사르고 솥단지를 깨면 마치 양떼를 모는 듯 몰아가고 몰아오지만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삼군의 병사를 집결하여 험한 곳에 던진다. 이것을 장군의 일이라 한다. 아홉 지세에서

의 응기응변, 형세 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 병사들의 심리에 대한 이해를, 장군은 세심히 관찰

하여 장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13)

11) “疾戰則存, 不疾戰則亡者, 爲死地. ...... 死地則戰.” 
12) “凡爲客之道: 深入則專, 主人不克; 掠於饒野, 三軍足食. 謹養而勿勞, 并氣積力; 運兵計謀, 爲不可測. 投之無所

往, 死且不北, 死焉不得, 士人盡力. 兵士甚陷則不懼, 無所往則固; 深入則拘, 不得已則鬪. 是故, 其兵不修而戒, 
不求而得, 不約而親, 不令而信; 禁祥去疑, 至死無所之. 吾士無餘財, 非惡貨也; 無餘命, 非惡壽也. 令發之日, 士
坐者涕沾襟, 臥者涕交頤. 投之無所往者, 諸*劌之勇也.”

13) “將軍之事, 靜以幽, 正以治. 能愚士卒之耳目, 使之無知; 易其事, 革其謀, 使之無識; 易其居, 迂其途, 使人不得
慮. 帥與之期, 如登高而去其梯; 帥與之深入諸侯之地, 而發其機. 焚舟破釜, 若驅群羊, 驅而往, 驅而來, 莫知所之. 
聚三軍之衆, 投之于險, 此謂將軍之事也. 九地之變, 屈伸之利, 人情之理, 不可不察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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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하는 대로 병졸이 움직이게끔 만들라는 것이다. 게다가 아군에게조차도 기만을 구사한다.

병사에게 임무를 주되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는다. 병사에게 이익을 말할 뿐 손해를 알리지 않

는다.14)

그러므로 승리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병졸을 사지에 빠뜨릴 수 있다.

절망의 땅에 던져야 보존할 수 있고, 죽음의 땅에 빠뜨려야 살아날 수 있다. 무릇 병사들을 위험

에 빠뜨려야 승패를 조종할 수 있다.15)

인간의 약점과 공포를 최대한 이용하여 사력을 다하게끔 만들라는 주문이다. 그런데 적이 사지에 

몰리면 아군은 어떻게 해야 할까? 아군은 역으로 사지(死地)에서 풀어주라고 한다. 
오(吳)나라 왕이 물었다.16) “만일 아군이 적을 사지로 몰아넣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17) 
손무(孫武)가 대답했다. “산은 높고 골은 깊어 넘거나 건너기 힘든 지역에 적군이 있으면 궁지에 

몰린 도적떼라고 부릅니다. 그런 놈들을 공격하는 방법은 은밀한 곳에 병력을 매복시키고 길을 터

줘서 살길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살길이 보이면 도망치려고 하여 투지가 사라집니다. 그렇게 풀어놓

고 공격하면 아무리 도적떼가 많아도 틀림없이 깰 수 있습니다.”18)

사지에 빠진 적을 물샐 틈 없이 포위하지는 말라는 것이다. 반드시 살길을 열어두어 탈출하게끔 

하라는 것이다. 사람이란 일단 살길이 보이면 죽고 싶지 않은 것이고, 죽고 싶지 않으면 전투 의지

가 약해진다. 구차하게라도 살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기에 그렇다. 아군은 적의 도주로 요처에 정

예 병력을 매복했다가 적의 꼬리를 조금씩 떼어내 제압하는 것이다. 계속 제압하다보면 적의 머리

까지 모조리 섬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손자병법》은 병졸뿐 아니라 장군의 성격적 결함도 적극 이용하라고 권하고 있다. 

장군에게는 다섯 가지 위험이 있다. 필사의 각오로 날뛰는 성격은 죽일 수 있다. 살기위해 안달

하는 성격은 생포할 수 있다. 쉽게 화내는 성격은 모욕할 수 있다. 청렴결백한 성격은 타락하게 

할 수 있다. 애족(愛族) 애민(愛民)하는 성격은 힘들게 할 수 있다. 무릇 이 다섯 가지는 장군의 

성격적 결함이며 교전할 때 크게 당할 수 있다. 군대를 무너뜨리고 장군을 죽이는 것은 필히 이 

다섯 가지 위험 때문이니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19)

특히 애국 애족하는 이런 좋은 미덕조차도 이용하라는 것이니 얼마나 잔인하고 냉혹한가. 장군이 

백성을 너무 사랑하면 그 백성을 인질로 삼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소설 『삼국연의』(三

14) 犯之以事, 勿告以言; 犯之以利, 勿告以害.
15) 投之亡地然後存, 陷之死地然後生. 夫衆陷於害, 然後能為勝敗.
16) 宋本十一家注,孫子 <九地篇> “疾則存, 不疾則亡者, 爲死地.”의 何氏 해설에 보임.
17) 若吾圍敵, 則如之何?
18) 山峻谷險, 難以逾越, 謂之窮寇. 擊之之法, 伏卒隱廬, 開其去道, 示其走路. 求生透出, 必無鬬意, 因而擊之, 雖衆

必破.
19) <구변편>(九變篇): “將有五危：必死，可殺也；必生，可虜也；忿速，可侮也; 廉潔，可辱也；愛民，可煩也．凡

此五者，將之過也，用兵之災也．覆軍殺將，必以五危，不可不察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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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演義)에 나오는 이야기로 적벽대전이 일어나기 전이다. 조조가 공격하자 유비(劉備)는 백성들을 

이끌고 피난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런데 유비가 백성을 사랑하느라 워낙 천천히 가다보니 조조에게 

추격당하지 않았던가?
하지만 한나라 개국황제 유방(劉邦)은 유비와는 정반대였다. 자기 아버지는 물론이고 아내와 자식

까지도 싹 외면했던 사람이다. 항우가 그의 아버지와 아내를 생포했다. 아버지를 발가벗기고 대문짝

만한 도마에 올려 묶었다. 그 옆에는 큼지막한 가마솥에 물이 끓고 있었다. 항우가 유방 진영을 향

해 고함을 쳤다. 속히 튀어나와 나랑 결전을 치루지 않으면 네 아버지를 삶고 네 아내를 죽이겠다

는 협박이다. 유방이 성벽에 올라 그 모습을 지켜보고는 화답했다. “포악한 진(秦)나라에 대항하자

고 초나라 왕의 면전에서 너와 내가 의형제를 맺었다.20) 그러니 내 아버지가 곧 너의 아버지다. 네 

아버지를 삶겠다면 푹 고아서 나한테도 한 그릇 주시게. 그리고 아내야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아니

면 말고 그건 자네 뜻대로 하셔.” 유방의 이런 개차반 건달기에 항우는 환장할 노릇이었지만 주변

에서 말리는 통에 끝내 유방의 가족을 해치지는 못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항우에게 대

패한 유방이 도망갈 때 이야기이다. 그 당시 하후영(夏侯嬰)이 마차를 몰고 있었는데 유방의 아들과 

딸도 마차에 함께 있었다. 아들은 훗날 효혜(孝惠) 황제이고 딸은 노원(魯元) 공주이다. 항우의 병력

이 유방 일행을 추격했으므로 상황이 긴박했다. 유방은 마차에 사람이 많아 속도가 안 난다고 여겨 

아들과 딸을 발로 차서 마차 밖으로 떨어뜨렸다. 하후영이 기겁하여 말을 세우고 내려가 아들과 딸

을 안고 다시 올라왔다. 사마천(司馬遷)의『사기』(史記) 원문에는 ‘如是者三’(여시자삼)으로 되어 있

는데 ‘이렇게 하길 세 번’이나 그랬다는 것이다. 그 때마다 하후영은 말을 세우고 아기들을 주워 올

라왔다. 애들이 놀라서 울고불고 했을 것이다. 하후영은 바로 말을 몰아 허겁지겁 달린 것이 아니라 

천천히 마차를 몰면서 애들을 달랬고, 애들이 안정을 되찾자 비로소 질주했다. 그 사이에 유방은 성

질이 나서 하후영을 죽이려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마부를 죽이면 누가 마차를 몰 수 있겠

는가. 여하튼 천우신조로 유방 일행은 탈출에 성공했다. 유방은 성격적으로 결함이 없어 보인다. 죽
음을 불사하는 성격이 전혀 아니다. 부모고 처자식이고 언제든지 다 팽개치는 성격이니 냉정하다 

못해 냉혹하다. 쉽게 화내는 성격도 아니다. 고결한 성품과는 거리가 멀다. 살기위해 별짓을 다하지 

않았는가. 유방이란 사람은《손자병법》이 경고하는 장군으로서의 성격적 결함이 전혀 없다. 인격적

으로 이처럼 더러운 자를 누가 이기겠는가? 그러니 천하무적이었다. 
전쟁에서 궁지에 몰렸을 때 크게 두 가지 출구가 있다. 패배를 인정하고 항복하는 길, 그러면 목

숨을 건질 수 있다. 항복을 수치로 여기고 결사 항전하는 길, 그러면 목숨을 잃는다. 어떤 길을 택

하느냐는 개인의 가치관이 결정하겠지만, 개인의 가치관 또한 그가 몸담고 있는 문화의 영향을 크

게 받는다. 중국 문화는 기본적으로 체면을 중시하기에 차라리 자결한다거나 전사할지언정 항복하

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21) 《손자병법》도 역시 중국문화의 산물이므로 항복에 대한 언급 자체가 

20) 항우나 유방 모두 전국시대 초(楚)나라 지역 출신이다. 진나라에 멸망되었던 초나라의 마지막 왕손을 찾아 

초나라 왕으로 옹립하고 진(秦)나라에 반기를 들었다. 두 사람은 그 초나라 왕 앞에서 일심동체로 진나라를 

전복하자고 형제의 의를 맺었다. 
21) 적에게 생포되거나 억류되었을 때 정반대로 대응한 한(漢)나라 때 두 장군의 모습을 비교해보자. 북방 흉노

와의 전쟁에서 패하자 투항했던 장군으로 이릉(李陵)이 있다. 한편 끝내 항복하지 않고 버텼던 소무(蘇武)가 

있다. 그 당시 한 무제를 비롯하여 그 이후 중국인들이 두 사람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살펴보면 그 맥락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릉을 변호했다고 한무제의 노여움을 사서 마침내 궁형에 처해진 사마천(司馬遷)의 

비극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7 -

없다. 중국 최고의 군사학 고전이자 불후의 명작인《손자병법》이 투항이나 항복에 대한 언급이 전

혀 없다는 점이 신기하지 않은가. 그만큼《손자병법》은 극히 중국적이며 그와 동시에 수단과 방법

을 가리지 않고 냉혹하게 승리를 추구하였기 때문이다. 

⑵ 인자한 전술 전략

냉혹하기만 하다면 《손자병법》은 잔인한 고전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냉혹함 곳곳에 의외로 

인도적인 측면이 엿보인다. 
《손자병법》은 승전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전쟁을 하려면 그 비용이 막대하고, 그 비용은 백성

들의 세금과 노동력으로 충당하기에 함부로 개전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무릇 전쟁을 하려면 준비해야 할 것으로 가벼운 전거戰車 1000량, 무거운 수레 1000량, 무장 사

병 10만 명, 천 리 밖으로 운송해야 할 식량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전방 후방의 비용, 외교 사절

과 고문단의 비용, 무기 수리용 아교와 칠 등의 재료비, 전차와 갑옷의 유지비 등 매일 천금을 

지출해야만 비로소 십만의 병력이 출동할 수 있다.22) 

전쟁에 앞서 전비(戰費)부터 계산하는 이유는 백성을 가혹하게 착취하지 말라는 메시지이니 인도

적인 발상이 아니겠는가. 또한 전쟁에서 이기고 있더라도 오래 끌면 국가 재정이 부족해지고,23) 그
와 동시에 한없이 이어지는 살육의 삶에 병졸들은 염증을 느끼거나 피폐해진다고 경고했다. 

전쟁을 하여 이기고 있어도 오래 끌면 공세가 둔해지고 사기가 떨어진다. 그런 상황에서 성을 

공격하면 힘이 달리고 오랫동안 군대가 작전하면 국가의 재정이 부족해진다.24) 

그러니 《손자병법》은 속전속결을 요구했다. 미국이 기축통화 달러에 대해 불태환 선언을 하게 

된 근본원인은 주지하다시피 베트남 전쟁을 오래 끌면서 국고가 바닥났기 때문이다. 
《손자병법》은 전쟁을 권하지 않았다. 전쟁이란 함부로 할 것이 아님을 누누이 강조했다.

영명한 군주는 숙고하고, 훌륭한 장군은 대비한다. 유리하지 않으면 군대를 움직이지 않고, 이득

이 없으면 군대를 사용하지 않고, 위기가 아니면 싸우지 않는다. 군주는 노여움으로 군대를 일으

키지 않고, 장군은 분노로 작전하지 않는다. 이익에 맞으면 움직이고 이익에 맞지 않으면 그친다. 
노여움은 다시 즐거움이 될 수 있고, 분노는 다시 기쁨이 될 수 있지만, 나라가 망하면 다시 있

22) <작전편> : "凡用兵之法, 馳車千駟, 革車千乘, 帶甲十萬, 千里饋糧. 則內外之費, 賓客之用, 膠漆之材, 車甲之奉, 
日費千金, 然後十萬之師舉矣."

23) <작전편> : "전쟁을 잘하는 자는 징병을 두 번 하지 않고, 양식을 세 번 싣지 않는다. 군수 물자는 국내에서 

조달하나 양식은 적국으로부터 빼앗아 해결하니 군량미는 충분하다. 국가가 전쟁으로 빈곤해지는 이유는 멀

리 양식을 운반해야 하기 때문이다. 멀리 양식을 운반하게 되면 백성이 빈곤해진다. 군대 주둔지 주변은 물

가가 급등하는데, 물가가 급등하면 백성의 재화가 고갈된다. 재화가 고갈되면 세금과 노역이 급증한다." (善
用兵者, 役不再籍, 糧不三載. 取用於國, 因糧於敵, 故軍食可足也. 國之貧於師者遠輸, 遠輸則百姓貧; 近師者貴
賣, 貴賣則百姓財竭, 財竭則急於丘役.)

24) <작전편> : “其用戰也勝, 久則鈍兵挫銳, 攻城則力屈, 久暴師則國用不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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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없고,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 그러므로 영명한 군주는 신중하고 훌륭한 장군

은 경계하니, 이렇게 하는 것이 나라를 보호하고 군대를 온전히 하는 길이다.”25) 

이렇게 본다면 《손자병법》의 저자는 지혜롭고 어질었으며, 또한 책임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이란 것이 큰일을 벌여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한다. 특히 야심이 있는 통치자는 

큰일을 벌여 큰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한다. 한 무제가 그런 경우이다. 
한 무제는 대외 정벌로 영토를 넓혔지만 국고는 날로 줄어들었다. 전쟁 비용이 부족해지자 국영

기업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염철론’(鹽鐵論)이 그것이다. 집집마다 소금은 필요하다. 그런 소

금의 제조 유통 판매를 국영기업이 독점한 것이다. 농업사회였으니 집집마다 호미와 낫이 필요하다. 
이것 역시 국영기업이 광산을 채굴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농기구의 제조 유통 판매까지 독점하였다. 
그러나 국영기업에서 벌어들이는 돈도 군비로는 부족했다. 한 무제는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해 부유

세까지 신설했다. 전국의 중산층 이상 가정은 국가에 재산을 신고하면 그 재산에 따라 부유세를 부

과했던 것이다.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해도 축소하여 신고했다. 한 무

제는 그런 부실 신고자를 고발하도록 장려했다. 고발을 당하면 세무조사가 들어가고 신고 불성실로 

판명되면 국가가 재산을 몰수하면서 그 절반을 고발한 자에게 주었다. 이렇게 되자 부패한 관리들

은 돈을 뜯을 기회가 생긴 것이다. 성실히 신고한 자마저도 돈을 옆으로 찔러주지 않으면 거짓으로 

몰아서 재산을 몰수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중산층 이상은 모두 파산하고 말았다. 한 무제 말년에는 

한나라가 붕괴될 지경에 이르렀다. 궁지에 몰린 한 무제는 전국의 백성들에게 자아비판의 조서(詔
書)를 내렸다. 

“짐이 즉위한 이래 행동이 도의를 벗어나 미친 사람처럼 살아왔기에 천하 만민이 걱정하고 불안

해했으니 후회막급입니다. 지금부터는 백성을 해롭게 하고 국고를 허비하는 사업은 일체 중지하

도록 하겠습니다.”26)

이것이 바로 중국 역사상 최초의 죄기조(罪己詔), 황제가 자신을 탓하며 공개적으로 반성했던 최

초의 글이다.《손자병법》의 경고를 무시한 한 무제가 반성문을 쓴 셈이었다. 
《손자병법》은 병졸을 그저 전쟁의 도구나 수단으로 여겼던 잔인한 논술도 물론 많았지만, 그러

나 묘하게도 휘하 장병을 자기 아기처럼 여기고 사랑하는 자식처럼 챙기라는 내용도 나온다. 

병사를 자기 아기로 본다면 함께 깊은 계곡을 뛰어넘을 수 있다. 병사를 사랑하는 자식으로 본

다면 함께 죽을 수도 있다.27) 

병사를 자기 아기로 생각한다면 병사가 위험한 지형으로 갈 때 장군이 가만히 있겠는가? 당연히 

25) <화공편>(火攻篇) : 明主慮之，良將備之. 非利不動，非得不用，非危不戰. 主不可以怒而興軍，將不可以慍而致
戰；合乎利而動，不合於利而止. 怒可以復喜，慍可以復悅；亡國不可復存，死者不可復生. 故明主慎之，良將警
之，此安國全軍之道也. 

26)《한서》(漢書) <무제기>(武帝紀) : “朕即位以來，所為狂悖，使天下愁苦，不可追悔。自今事有傷害百姓，糜費
天下者，悉罷之。”

27) <지형편>(地形篇) : “視卒如嬰兒, 故可以與之赴深溪; 視卒如愛子, 故可與之俱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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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벗어나고자 함께 분투할 것이다. 병사를 사랑하는 자식으로 본다면 병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장군도 함께 죽을 각오로 사력을 다하여 싸우지 않겠는가.
전국시대 때 일이다. 오기(吳起)가 장군이 되었다. 오기는 가장 낮은 직급의 병사가 먹는 밥을 먹

고, 가장 직급이 낮은 병사가 입는 옷을 입었다. 누울 때도 요를 깔지 않았고 다닐 때도 말을 타지 

않았다. 본인이 먹을 건량은 본인이 등에 매면서 병사들과 고통을 똑같이 분담했다. 병사 하나가 다

리에 종기가 났다. 오기는 친히 입으로 종기를 빨아 고름을 빼주었다. 병사의 어미가 소식을 듣고 

슬피 울었다. 이웃이 물었다. 장군께서 당신 아들에게 그리 잘해주었는데 어이하여 그리 애통하시

오? 어미가 대답했다. 몇 년 전에 그 아비의 다리에 종기가 났을 때도 장군께서 친히 입술로 종기

를 빨아 낫게 해주셨다오. 그런 뒤 얼마 안 가 아비는 전사했다오. 장군이 또 아들놈의 종기를 빨아

주셨으니 이제 아들놈도 곧 죽을 것이라 울었다오.28)

매요신은 이렇게 해설했다. “자상하게 돌보아주면 친해져 떨어지지 않는다. 사랑하여 도와주면 믿

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므로 비록 죽더라도 함께 죽는다. 비록 위험하더라도 함께 위험을 견딘다

.”29) 장군이 병사들을 자상하게 돌봐주면 병사들은 그를 부모처럼 느껴 헤어지지 않으려 한다는 것

이다. 장군이 병사들을 사랑하여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 일처럼 도와준다면 병사들은 장군에 

대해 신뢰감을 느껴 자신을 맡긴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기에 처해도 도망가지 않고 함께 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하려 하고, 설령 죽게 될지라도 목숨을 걸고 사력을 다해 싸운다는 것이다. 생사를 

함께 하는 진한 유대감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군은 진심으로 병사를 보살피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기의 행동을 그저 ‘수완’

(手腕)의 수단으로 평가절하 할 것인가? 만일 그것이 수완에 불과하다고 여긴다면 당신이 스스로 한 

번 남의 다리의 종기를 입으로 핥아서 고름을 빨아보시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병사를 자기 자

식처럼 생각하는 마음이 없으면 도저히 힘들지 않겠는가.
하씨(何氏)도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30) 동한(東漢) 때 파강장군(破羌將軍) 단경(段熲) 역시 병사를 

사랑했는데, 병사가 부상을 당하면 친히 문병을 가서 직접 상처를 감싸주었다. 변경에 주둔하길 10
여 년, 단 하루도 요를 깔고 잠을 청한 적이 없었다. 병사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한 것이다. 그러니 

병사들이 흔쾌히 그를 따랐고 사력을 다해 싸워주었다.
하씨는 또 서진(西晉) 때 파군(巴郡) 태수(太守) 왕준(王濬)의 사례를 들었다. 서진이 촉한(蜀漢)을 

멸하자 왕준은 파군 태수가 되었다. 파군은 오나라 국경과 인접했기에 전쟁 준비를 해야 했다. 전쟁 

준비를 하려면 노동력이 필요하니 병사들도 백성들도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 당시를 기록

한 문헌에는 ‘생남다불거’(生男多不擧), 아들을 낳으면 대부분 키우지 않았다. 아들을 낳으면 죽이거

나 버렸다는 것이다. 
아들을 낳으면 죽이거나 버렸던 것은 중국 역사에서 흔한 일이었다. ‘인두세’(人頭稅)라는 것이 

있었는데 남자의 머릿수에 따라 세금을 거두었다. 또한 의무노동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남자

28) 《사기》(史記) <손자오기열전>(孫子吳起列傳) 참고.
29) “撫而育之，則親而不離. 愛而助之，則信而不疑. 故雖死與死；雖危與危.”
30) 『《손자병법》』이 세상에 나온 이래 연구한 자가 많았지만 그 중에서 조조(曹操)를 비롯한 열한 명이 널

리 알려져 있다. 그들의 연구 성과는 송나라 때 편찬된『십일가주손자교리』(十一家注孫子校理)에 수록되어

져 있다. 앞서 언급한 열한 명의 연구자라 함은 시대 순으로 열거했을 때 조조(曹操)、맹씨(孟氏)、이전(李
筌)、가림(賈林)、두우(杜佑)、두목(杜牧)、진호(陳皞)、매요신(梅堯臣)、왕석(王皙)、하씨(何氏)、장예(張預) 
등이다. 본문에서 언급한 하씨(何氏)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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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숫자대로 부과되었다. 집에 남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에 비례하여 세금도 늘어나고 노역도 늘

어나는 것이다. 한 무제(漢武帝)는 거듭되는 대외 정벌로 국고가 바닥나자 그 당시 상황을『한서』

(漢書)는 이렇게 기록했다. “무제는 사방 이민족을 정벌하느라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다. 
백성들이 아들을 낳아 3년이 되면 인두세를 내야 했으므로 백성들은 더욱 힘들어져 아들을 낳으면 

죽이는 일까지 벌어졌으니 너무나도 비통하다!”31) 지금도 종종 외신을 통해 현대 중국의 시골에서 

산아제한 때문에 딸을 낳으면 죽이거나 버렸다는 뉴스를 들어봤을 것이다. 그런데 중국 역대로 병

역과 노역 그리고 세금 때문에 아들을 낳으면 죽이거나 버렸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시사(詩史)로 유

명한 두보(杜甫)의 시에도 그런 내용이 있다. “아들 낳아야 좋을 일이 없고, 딸 낳는 게 차라리 좋음

을 이제 확실히 알았다네. 딸 낳으면 옆집에 시집이라도 보내건만, 아들은 전장의 잡초와 함께 흙속

에 묻히나니.”32) 두보는 시인이라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다.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비참했을 것이다.
아들을 낳으면 죽이거나 버린다는 소문이 파다하자 왕준은 어떻게 대처했을까? 첫째, 아들을 죽

이거나 버리면 엄벌에 처했다. 둘째, 아들을 낳으면 출산 휴가를 주고 노역을 면해주고 세금도 줄여

주었다. 그러면 굳이 자기 핏줄을 죽일 필요는 없어진다. 조치가 취해지자 남자 아기 수천 명이 목

숨을 건졌다. 이렇게 십 년 이십 년이 흘렀다. 조정의 명을 받들어 오나라를 정벌하게 되었다. 그때 

목숨을 건졌던 남자 아이들은 커서 입대할 연령이 되었다. 부모들은 한결같이 아들들에게 당부했다. 
“너희는 엄마 아빠가 낳은 것이 아니다. 왕준 어르신이 낳은 것이다. 어르신을 위하여 열심히 싸워

라. 목숨을 아끼지 말거라.”33) 이런 병사를 이끌고 나섰는데 실패할 리 있겠는가. 왕준은 70여 세 

고령으로 출전하여 오나라를 멸했다. 위촉오 삼국시대는 종언을 고하고 진(晉)나라로 통일되었다.34) 
『울료자』(尉繚子)가 말했다. “사병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병을 부릴 수 없다. 사병에게 엄격히 

요구하지 않으면 사병은 사력을 다하지 않는다.”35) 장군의 사랑을 느껴야 병사들이 목숨을 바치고, 
장군을 무서워해야 사력을 다한다는 것이다. 

장군이 병졸의 사력을 끌어내고자 술수를 부린 것이 아니다.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인자한 

마음이 있었기에 병졸이 사력을 다한 것이다.

⑶ 냉혹함과 인자함의 통일
 

《손자병법》은 전쟁을 삼가라고 누차 경고했다.36) 그런데 쌍방 간에 모순과 갈등이 깊어져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자. 냉혹함과 인자함을 동시에 구비한《손자병법》은 과연 어떤 전술과 

전략을 권하는가? 간첩(間諜)을 최대한 이용하여 부전승(不戰勝)을 꾀하라고 한다. 간첩을 통하여 적

31) “武帝征伐四夷，重賦於民，民產子三歲則出口錢，故民重困，至於生子輒殺，甚可悲痛.”
32) “信知生男惡，反是生女好. 生女猶得嫁比鄰，生男埋沒隨百草.”
33) “王府君生爾，爾必勉之，無愛死也.”
34) 이상은《华杉讲透孙子兵法》의 해설 내용을 인용했음.
35) “不愛悅其心者，不我用也；不嚴畏其心者，不我舉也.”
36) 공격은 ‘부득이’(不得已)하여 하는 것이지, 최선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부전승(不戰勝)을 권했다. 모공편(謀攻

篇) : "군대를 지휘하는 원칙은 나라를 온전히 함이 최상이다, (중략) 그러므로 백전백승은 최고가 아니며, 
싸우지 않고 적의 군대를 꺾는 것이 최고이다. 그러므로 최고의 전략은 적국의 전략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

이고, 그다음은 외교적으로 무력화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상대 병졸을 공격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성을 공

격하는 것이다. 성을 공격하는 것은 부득이한 방법이다." (夫用兵之法, 全國爲上, 중략 是故百戰百勝, 非善之
善者也; 不戰而屈人之兵, 善之善者也. 故上兵伐謀, 其次伐交, 其次伐兵, 其下攻城. 攻城之法, 爲不得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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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최신 정보를 정확히 입수하고 그에 근거하여 전술 및 전략을 짜면 최소한의 피해로 최대한의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적국의 전략을 사전에 차단하면 굳이 싸우지 않고도 부전승

을 거둘 수 있다.37)

《손자병법》은 총 13편인데 마지막이 <용간편>(用間篇)이다. ‘간첩 사용법’에 대해 오롯이 한 편

을 할애했고 가장 마지막을 장식했다는 점이 예사롭지 않다. <용간편>의 첫 단락부터 의미심장하다.

무릇 10만 병력을 일으켜 천 리 밖으로 출정하려면 백성의 소모와 국가의 부담으로 하루에 천금

이 소요된다. 나라 안팎에 소동이 일고 군수품 수송에 지쳐서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가 70
만 가구이다. 하루의 승리를 다투고자 서로 몇 년씩 버티면서 작록(爵祿)과 백금(百金)을 아껴 적

의 실정을 모른다면 이는 어질지 못함의 극치이며, 비인간적인 장군이며, 군주의 보좌가 아니며, 
승리의 사령관이 아니다. 그러므로 총명한 군주와 현명한 장군이 움직여 승리하고 출중하게 성

공하는 까닭은 먼저 알기 때문이다. 먼저 안다 함은 귀신에게서 얻을 수 없다는 것이고, 유사한 

사례로도 유추할 수 없다는 것이며, 일월성신의 운행 위치에서도 검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드

시 적의 실정을 아는 자에게서 얻어야 한다.38) 

전쟁으로 인해 국고가 탕진되고 국민이 도탄에 빠지는 마당에 돈 몇 푼을 아끼려고 간첩을 이용

한 첩보전에 소홀하다면 그런 군주나 장군은 가장 비인도적이고 비인간적인 지도자라고 경고하고 

있다. 첩보전을 이처럼 중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간첩을 통해 생생한 ‘적의 실정’을 알고자 

함이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을 것임을 누누이 강조하는《손자병법》으로

서는 당연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손자병법》은 그 당시의 사상적 수준이나 분위기를 감안할 때 

흥미롭게도 극한의 실용주의적 관점을 보여준다. 전쟁에 필요한 물질 자원과 소요시간을 냉정히 계

산하여 경제적 측면을 따졌다. 또한 간첩을 통해 확실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는 실증적 측면을 견

지했다. 아울러 점술이나 신탁 같은 미신을 배격하는 과학적 측면까지 보여주기도 한다.《손자병

법》도처에서 광채를 발하는 경제적 실증적 과학적 측면을 동시에 보여주는 곳이 바로 이 <용간편>
이다.

《손자병법》은 간첩의 종류를 다섯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37) <모공편>(謀攻篇) : “최고의 전략은 적국의 전략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고, 그 다음이 외교적으로 무력화 

하는 것이고, 그 다음이 상대 병졸을 공격하는 것이다.”(上兵伐謀，其次伐交，其次伐兵.) 동한(東漢) 때 일이

다. 구순(寇恂)이 고준(高峻)을 토벌하려 했다. 이에 고준은 휘하 참모 황보문(皇甫文)을 구순에게 보냈다. 그
런데 구순은 황보문을 보자마자 두 말 없이 목을 베었다. 그리고는 고준에게 편지를 보냈다. 당신의 참모가 

무례하여 내가 목을 쳤다. 투항할 생각이라면 빨리 하는 게 좋을 것이고, 버티겠다면 어디 한 번 단단히 막

아봐라! 편지를 받자 고준은 바로 성문을 열고 투항했다. 휘하 장군들은 영문을 몰라 여쭈었다. 두 나라가 

대치할 때는 사신을 해치지 않는 법입니다. 접전을 하기도 전에 사신을 죽이니 고준이 납작 엎드려 투항한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구순이 대답했다. 그 황보문은 고준의 참모로서 심복이라네. 고준이 그런 자를 보낸 

것은 나한테 인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쪽의 허실을 살펴서 전략을 짜려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황보

문을 살려 보내면 돌아가서 고준을 위하여 전략을 짤 것이고, 황보문을 죽이면 고준을 주저앉히게 되는 것

이니, 이른바 ‘상병벌모’라 하였듯, 최선은 상대의 전략을 사전에 차단하여 무력화 하는 것이라네.”
38) 凡興師十萬, 出征千里, 百姓之費, 公家之奉, 日費千金. 內外騷動, 怠于道路, 不得操事者, 七十萬家. 相守數年, 

以爭一日之勝, 而愛爵祿百金, 不知敵之情者, 不仁之至也. 非人之將也, 非主之佐也, 非勝之主也. 故明君賢將, 所
以動而勝人, 成功出于衆者, 先知也. 先知者, 不可取于鬼神, 不可象于事, 不可驗于度. 必取于人, 知敵之情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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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사용법에는 다섯 가지가 있다. 인간因間, 내간內間, 반간反間, 사간死間, 생간生間이다. 다섯 

가지 간첩이 동시에 작동하면 적은 오리무중에 빠지는데 이를 일러 신묘한 도리라 하며, 군주의 

보배이다. 인간이란 현지인을 간첩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내간이란 적의 관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반간이란 적의 간첩을 이용하는 것이다. 사간이란 허위사실을 밖으로 흘려 아군의 첩자가 알게 

하고 그것을 적에게 전달하게 하는 것이다. 생간이란 돌아와 보고할 수 있는 간첩이다.39)

 
다섯 가지 간첩 중에 사간(死間)이 가장 비참한 간첩이다. 파견될 때 이미 아군에게 버림을 받았

기 때문이다. 왜 ‘죽을-사’(死)의 사간인가? 허위 정보를 아군의 첩자나 사신에게 주면서 적에게 전

달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 첩자나 사신은 본인이 획득한 정보가 허위 사실인 줄 모르고 있다. 허
위 사실임을 모르게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되기 때문이고 또한 진짜 정보로 

알아야 적의 신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는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른다. 그
러므로 진상이 드러나는 순간 그는 적에게 잡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줄을-사(死)자가 들어

간 사간이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간은 아마 역이기(酈食其)일 것이다. 유방은 역이기를 제(齊)나라40)로 파견

하여 항복을 받아오라고 명했다. 이에 역이기는 탁월한 구변으로 제나라 왕을 구워삶아 유방에게 

투항시켰다. 유방에게 붙으면 부귀영화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득했다. 역이기는 가슴을 치면서 만

일 자기가 거짓말을 했다면 자기를 가마솥에 넣어 삶아 죽여도 좋다고 장담했다. 그리하여 제나라 

왕은 술상을 차리고 역이기와 흥겹게 대작했다. 그때 한신은 일개 서생 역이기가 몇 마디 주둥이를 

놀려 대국을 굴복시키는 모습이 못마땅했다. 목숨을 걸고 전쟁터를 누비며 싸우는 자기보다 더욱 

큰 공을 세우는 것이 눈꼴 사나왔다. 그리하여 한신은 병력을 이끌고 전혀 무방비 상태인 제나라를 

공격했다. 역이기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가마솥에 끌려 들어가 사간(死間)이 되었다. 제나라는 

한신의 공격으로 멸망했다.41) 
춘추시대에도 사간(死間)의 사례가 있었다. 정무공(鄭武公)은 호국(胡國)을 정벌하고 싶었다. 어떻

게 준비했을까? 우선 호국과 혼인을 맺었는데 호국의 공주를 며느리로 맞이하였다. 그런 후에 조정

회의를 열어 신하들에게 물었다. 우리나라가 영토를 넓히고 싶은데 어느 쪽을 정벌해야 좋겠냐고 

물었다. 이에 대부 관기사(關期思)가 아뢰었다. “호국이 좋습니다.” 관기사의 판단은 옳았다. 그러나 

39) 故用間有五: 有因間, 有內間, 有反間, 有死間, 有生間. 五間俱起, 莫知其道, 是謂神紀, 人君之寶也. 因間者, 因
其鄕人而用之. 內間者, 因其官人而用之. 反間者, 因其敵間而用之. 死間者, 爲誑事于外, 令吾聞知之, 而傳于敵間
也. 生間者, 反報也. 

40) 중국 역사를 읽으면 다른 시대인데 동일한 나라 이름이 등장할 때가 많다. 여기 제(齊)나라도 그런 경우이

다. 주(周) 왕실이 건립되고 봉건제도(封建制度)를 시행하면서 개국공신인 강자아(姜子牙), 일명 강태공(姜太
公)을 지금의 산동성 지역의 제(齊)나라에 봉했다. 제나라는 이렇게 시작된 것이다. 그 이후 춘추시대 전국시

대에도 영역의 증감이 있고 제후왕의 성씨가 강(姜)씨에서 전(田)씨로 바뀌었을지언정 원래 봉해졌던 그 지

역을 중심으로 제나라는 계속 이어졌다. 진시황(秦始皇)이 중국을 통일하자 봉건제도를 폐지하고 군현제를 

실시하면서 제후국은 사라졌으니 제나라도 없어졌다. 진(秦)나라가 붕괴되자 전국시대 각 제후국의 본거지에 

숨어있던 왕손들이 그 지역을 발판으로 봉기했다. 옛 제후국을 부활시킨 것이다. 한신(韓信)이 제(齊)나라를 

정벌했다느니 조(趙)나라를 정벌했다느니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나라를 점령하여 유방의 세력을 넓히려던 것

이었다. 항우는 물론 옛 초(楚)나라 근거지에서 봉기했기에 서초패왕(西楚覇王)이라 부른다. 옛 초나라는 남

초, 동초, 서초로 구분했는데 항우가 도읍지로 삼은 팽성(彭城)은 서초에 속했으므로 ‘서초패왕’이라 불렀던 

것이다.
41) 《사기》(史記) 역생육가열전(酈生陸賈列傳)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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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주가 이런 질문을 던졌던 것은 사간을 한 명 구하려는 의도였던 것이다. 관기사가 걸려들었다. 정
무공은 진노하여 질책했다. “호국은 사돈의 나라요 형제의 국가인데 그대는 정벌하자고 하다니 무

슨 뜻인가?” 관기사를 끌어내어 참수하라 명했다. 호국의 군주가 소식을 들었다. 감동했다. 그리고 

방어하지 않았다. 정무공은 병력을 일으켜 한방에 호국을 멸해버렸다.42) 
첩보 공작을 완벽하게 실행하면 적은 속수무책에 빠지고 마니 얼마나 중요한 전략 전술인가. 그

러므로 《손자병법》은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삼군 중에 간첩보다 친한 자는 없다. 간첩에게 주는 포상보다 더욱 후한 포상은 없다. 간첩보다 

은밀한 공작은 없다. 성인의 지혜가 아니면 간첩을 사용할 수 없다. 인의仁義가 아니면 간첩을 

부릴 수 없다. 미묘하지 않으면 간첩의 진실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미묘하다! 미묘하다! 간첩을 

이용할 수 없는 곳은 없다. 첩보 공작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먼저 그 내용을 듣게 된다면 첩자

와 들은 자 모두 죽인다.43) 

첩보 공작은 기밀이 생명이므로 아무나 주관할 수 없다.《손자병법》은 성인(聖人)의 지혜는 물론

이거니와 어짐과 의로움까지 겸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마디로 능력과 인품을 겸비한 자만이 

간첩을 부릴 수 있다는 것이다. 두목(杜牧)은 이렇게 해설했다. “먼저 간첩의 성품을 따져봐서 성실

하고 지혜가 많은 자라야 기용할 수 있다. 겉은 후덕하나 속의 깊이는 산천보다 더 험한 자이니 성

인이 아니면 그들의 행적을 알아 볼 수 없다.”44) 사람의 얼굴은 알아볼 수 있어도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고 하지 않든가. 군주나 장군은 간첩의 마음을 알아봐야 함은 물론, 간첩의 지혜를 파악함과 

동시에, 간첩의 능력까지 가늠할 줄 알아야 하며, 게다가 그런 간첩을 조종할 줄 알아야 한다. 성인

의 지혜를 갖춘 자만이 간첩을 부릴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기밀을 다루는 업무이므로 냉혹할 

때는 더 없이 독해져야 한다.

첩보 공작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먼저 들은 자는 첩자와 들은 자 모두 죽인다.45)

첩보 공작이 목하 진행 중인데, 간첩이 사전에 다른 사람한테 발설했다고 하자. 그러면 간첩과 그 

이야기를 들은 자는 모두 죽인다는 것이다. 간첩을 죽이는 이유는 비밀을 누설한 죄를 묻는 것이다. 
비밀을 알게 된 자를 죽이는 이유는 보안 문제인데, 죽여서 입을 봉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해 매

요신(梅堯臣)은 이렇게 해설했다. “간첩을 죽이는 것은 누설을 미워함이다. 들은 자를 죽이는 것은 

입을 없애기 위함이다.”46)

사마의(司馬懿)는 일생을 통해 두 번 꾀병을 부렸다. 꾀병으로 조상(曹爽)을 속인 뒤 위(魏)나라를 

탈취했는데 그것은 두 번째 꾀병이었다. 그 전에 첫 번째 꾀병을 부렸다. 사마의는 집에서 도광양회

(韜光養晦), 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실력을 키우고 있었다. 조조(曹操)는 사마의를 불러내 일을 시

키려고 했다. 그러나 사마의는 정치계의 동향을 아직 명료하게 파악하지 못했기에 일단 정세를 관

42) 宋本十一家注,孫子 <用間篇> “死間.”의 何氏 해설에 보임.
43) 故三軍之事, 莫親于間, 賞莫厚于間, 事莫密于間. 非聖智不能用間, 非仁義不能使間, 非微妙不能得間之實. 微哉! 

微哉! 無所不用間也. 間事未發, 而先聞者, 間與所告者兼死. 
44) “先量間者之性，誠實多智，然後可用之。厚貌深情，險於山川，非聖人莫能知。”
45) 間事未發，而先聞者，間與所告者兼死．
46) “殺間者，惡其泄；殺告者，滅其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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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하려 했지 당장 나서고 싶지 않았다. 어떻게 할 것인가? 중풍에 걸렸다고 꾀병을 부렸다. 조조는 

믿기지가 않아 저녁에 몰래 사람을 보내 염탐했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침실에 까딱도 하

지 않고 입이 돌아간 채 누워있는 것이었다. 조조는 믿게 되었다. 그러므로 꾀병을 부리든 미친 짓

을 하든지 간에 반드시 누구 앞이든 똑같이 아픈 척 하고 미친 척 해야만 한다.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된다. 언제든지 첩자가 몰래 다가와 염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사마의는 여전히 

입이 돌아간 채 침대에 누워있었는데 마침 안마당에서는 책(冊)을 말리고 있었다. 죽간(竹簡)을 펼쳐

놓고 일광욕을 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습기를 제거해야 책벌레가 안 생기고 곰팡이도 방지하여 오

래 보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느닷없이 소나기가 쏟아졌다. 사마의는 여하튼 지식인이 아니

겠는가. 책이 물에 젖고 있는 것을 곁눈질로 발견하자 지금 꾀병 중인 것도 잊고 벌떡 일어나 마당

으로 달려가서 죽간을 거두어들였다. 마침 하녀 하나가 그 모습을 목격했다. 하녀가 놀라서 입이 떡 

벌어졌다. 안마당에는 사마의의 아내 장춘화(張春花)도 있었는데, 즉시 결단을 내려 그 자리에서 직

접 하녀를 죽여 버렸다. 사마의는 독한 자였는데, 부창부수(夫唱婦隨)라더니 그의 아내도 못잖게 독

했다. 
《손자병법》은 다섯 종류의 간첩 중에 반간(反間)이 가장 중요하며 첩보 공작의 관건임을 강조

한다.

적의 간첩 중에 나를 염탐하는 자를 반드시 색출하여 거금으로 매수하고 포섭하여 안치하면 반

간(反間)이 되어 내가 이용할 수 있다.
必索敵人之間來間我者，因而利之，導而舍之，故反間可得而用也．

우리나라에 와서 활동하는 적국의 간첩을 반드시 찾아낸 다음에 그 자를 거금으로 회유하고 정중

하고 예의 바르게 대접하여 유인하고 포섭하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자가 우리나라에 정착하게 

하면 이 간첩은 반간(反間)이 되어 나에게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원문의 ‘사지’(舍之)에 대해 조조는 이렇게 해설했다. “사(舍)는 ‘정착하다’의 뜻이다”47) 적의 간첩

을 안치하여 정착하게 한다는 것인데 어느 정도는 연금(軟禁)의 기분이 느껴진다. 여하튼 적의 간첩

을 찾아냈으면 붙잡아 놓고 천천히 구워삶으라는 것이다. 구워삶는 과정에서 당연히 거금을 안기고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마음을 사도록 노력하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간첩의 마음이 흔들리면 적을 배

반하고 나를 위해 일하게 되는 것이다.

반간(反間)으로부터 정보를 얻으면 향간(鄕間)과 내간(內間)을 활용할 수 있다.48)

매요신은 이렇게 해설했다. “적국의 누구를 활용하고, 적국의 어느 관리를 이용할지 모두 반간(反
間)을 통해 알 수 있다.”49)

장예는 이렇게 해설했다. “반간(反間)으로부터 적국의 지방관 중에 탐욕스러운 자, 중앙정부의 고

관 중에 서로 틈이 벌어진 자를 알아내 그들을 이익으로 유혹하여 간첩으로 활용한다.”50)

47) “舍，居止也。”
48) “因是而知之，故鄕間·內間可得而使也.”
49) “其國人之可使者，其官人之可用者，皆因反間而知之。”
50) “因是反間，知彼鄉人之貪利者，官人之有隙者，誘而使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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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간(反間)으로부터 정보를 얻으면 사간(死間)으로 하여금 허위사실을 적에게 전달하도록 할 수 

있다. 因是而知之，故死間爲誑事，可使告敵.

반간(反間)으로부터 적국의 상황을 이해하게 되면 허위사실이나 거짓 정보 중에 어떤 것이 적국

에게 치명타를 줄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사간(死間)을 보내 허위 정보를 전달하게 되

는 것이다.

반간(反間)으로부터 정보를 얻으면 생간(生間)은 제때에 첩보를 보고할 수 있다. 因是而知之，故
生間可使如期．

반간(反間)으로부터 적의 감시가 얼마나 엄밀한지 혹은 소홀한지를 알 수 있으므로 내가 보낸 생

간(生間)이 적의 빈틈을 이용하여 일정한 기간마다 첩보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섯 종류의 첩보 공작을 군주는 필히 알아야 하며, 첩보 공작의 핵심은 필히 반간(反間)에 있음

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반간(反間)을 후대하지 않을 수 없다. 五間之事，君必知之，知之必在于反
間，故反間不可不厚也．

《손자병법》이 간첩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유는 자명하다. 그렇다면 누구를 포섭하여 나의 편으

로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가? 적국의 사람을 포섭하는 것이 가장 좋다. 적국의 사람 중에서도 기밀

을 알고 있는 자를 포섭하는 것이 최고이다. 
 

그러므로 오로지 총명한 군주와 현명한 장군만이 큰 지혜를 갖춘 자를 간첩으로 삼으니 필히 성

공할 수 있다. 이는 병법의 핵심으로 삼군이 그에 의지하여 움직이는 것이다.
故惟明君賢將能以上智爲間者，必成大功．此兵之要，三軍之所恃而動也．

아무나 간첩을 운용할 수 없다. 총명한 군주와 현명한 장군만이 지혜로운 자를 간첩으로 삼으니 

그로써 크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첩보 공작이 용병술의 관건이라 규정하고 전군은 간첩이 제

공하는 정보에 따라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두목은 이렇게 해설했다. “적의 상황을 모르면 군대가 움직일 수 없다. 적을 상황을 알려면 간첩

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러므로 ‘삼군이 그에 의지하여 움직인다’고 하였다.”51)

이전(李筌)은 이렇게 해설했다. “손자가 전쟁을 논함에 있어서 <계편>(計篇)으로 시작하여 <용간

편>(用間篇)으로 끝냈으니 공격 위주로만 말한 것이 아닌 듯하다. 장군이 된 자는 특히 신중해야 하

지 않겠는가!”52)

《손자병법》의 첫 편은 ‘계’(計)편인데 계산(計算)하라는 것이다. 승산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계

산하라는 것이다. 왜 미리 계산하라고 할까? 적의 상황을 소상히 파악하면 나를 알고 상대를 아는 

것이니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이길 수 없는지 미리 계산할 수 있다. 이길 계산이 나오면 승산이 

51) “不知敵情，軍不可動；知敵之情，非間不可。故曰：‘三軍所恃而動’。”
52) “孫子論兵，始於計而終於間者，蓋不以攻爲主，爲將者可不慎之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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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승산이 있을 때만 신중히 전쟁에 나서라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그 전쟁도 오래 끌지 말고 속

전속결로 단기간에 끝내야 할 것이며, 최대한 노력하여 ‘온전한 승리’를 거두라는 것이다. 온전한 승

리란 무엇일까? 《손자병법》은 <모공편>(謀攻篇) 전체를 통해 이 문제를 설명했다.

군대를 지휘하는 원칙은 나라를 온전히 함이 최상이다. (중략) 그러므로 백전백승은 최고가 아니

며, 싸우지 않고 적의 군대를 꺾는 것이 최고이다. 따라서 최고의 전략은 적국의 전략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외교적으로 무력화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상대 병졸을 공격하는 것

이고, 그 다음은 성을 공격하는 것이다. 성을 공격하는 것은 부득이한 방법이다. (중략) 그러므로 

용병에 능한 자는 적을 굴복시키되 전쟁으로 하지 않는다. 적의 성을 함락하되 공격으로 하지 

않는다. 적국을 무너뜨리되 오래 끌지 않는다. 온전함으로 세상에서 싸우기에 병력이 손상되지 

않고 이익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다. 이것이 공격을 준비하는 원칙이다. (중략) 그러므로 말할 수 

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상대를 모르고 나를 알면, 한 번 이기

고 한 번 진다. 상대를 모르고 나도 모르면, 싸울 때마다 위태롭다.53) 

3.결론

《손자병법》은 냉혹함과 인자함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전쟁은 생사와 존망이 엇갈리는 냉혹한 

문제이니 인자하게 처리하는 방법은 전쟁을 하지 않고 승리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속전속결로 최단 

시간에 끝내는 방법 이외에 달리 묘책이 없는 것이다.
《손자병법》은 도덕과 윤리를 철저히 배제하고 지극히 현실적이고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전쟁

을 논했기에 냉혹함 속에서도 인자함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적절한 비유는 아니겠으나 불치의 암환

자가 병고에 시달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 때 안락사를 언급하는 것은 비록 냉혹하지만 환자 본

인이나 보호자에게 오히려 인도적인 권유가 아니겠는가.
진(秦)나라가 무너지고 항우와 유방이 쟁패하던 시절의 일이다. 한신(韓信)이 제나라 지역을 평정

한 뒤 동북쪽에서 압박하고 팽월(彭越)이 남쪽에서 유격전을 벌리며 초군의 보급로를 차단하자 항

우는 다시 곤경에 빠졌다. 그리하여 우선 팽월부터 평정할 생각으로 외황현(지금의 하남성 민권현 

서북방)을 공략했는데 군민들이 저항하였다. 며칠 만에 겨우 함락하자 항우는 괘씸하게 여겨 15세 

이상 남자를 모두 생매장하려 하였다. 그때 외황현 현령 문하의 13살짜리 소년이 항우를 찾아와 아

뢰었다. “대왕께 투항하면 팽월이 보복할까 겁나서 버텼을 뿐이지 실은 대왕을 기다리고 있었답니

다. 그런데 대왕께서 군민들을 생매장시킨다면 팽월의 세력권인 동쪽 십여 개 성읍 군민들이 과연 

대왕께 귀의하려 하겠습니까?” 항우는 소년의 말을 듣고 외황현 군민들을 모두 풀어주었다. 물론 

전략적인 차원에서 덕을 베푼 점도 없지는 않겠지만 어린 소년의 말 한 마디에 그래도 측은지심이 

발동한 탓이 아니겠는가. 한편 유방이 소무산(小武山)에 진을 친 뒤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항우와 

대치한 적이 있었다. 이때 항우는 지금 중국이 이 난리인 이유는 우리 둘 때문이니 둘이서 결투하

여 승부를 가리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유방은 항우의 10대 죄악을 열거하면서 욕설을 퍼부었다. “극

53) 夫用兵之法, 全國爲上, (중략) 故上兵伐謀, 其次伐交, 其次伐兵, 其下攻城. 攻城之法, 爲不得已. (중략) 故善用
兵者, 屈人之兵而非戰也, 拔人之城而非攻也, 毀人之國而非久也, 必以全爭于天下, 故兵不頓, 而利可全, 此謀攻
之法也. (중략) 故曰: 知彼知己, 百戰不殆; 不知彼而知己, 一勝一負; 不知彼, 不知己, 每戰必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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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무도한 놈의 항우를 처단하러 왔는데 감히 이 어르신에게 도전하겠다고? 나는 머리로 싸우지 힘

으로 싸우지 않는다!” 이에 항우가 분노하여 시위를 당겼다. 화살은 유방의 가슴에 정통으로 박혔

다. 그런데 유방은 즉각 발가락을 부여잡으며 고함을 질렀다. “저런 개xx이 내 발가락을 맞췄네.” 
유방은 가슴의 통증을 참지 못하고 쓰러졌다. 그 위급한 순간에도 기지를 발휘하면서 욕설을 퍼붓

는 유방이었다. 우여곡절을 겪어 결국 대권은 유방이 차지하였다. 유방은 그의 단점을 만회하고도 

남을 몇 가지 능력, 즉 탁월한 용인술과 넓은 배포 그리고 기민한 임기응변 능력 등으로 그렇게 항

우에게 당하면서도 마침내 패권을 차지했다. 하지만 후세 중국인들은 평민으로서 중국 최초의 황제

에 등극한 한나라 개국황제 유방보다는 실패한 항우를 더 좋아하고 앙모하고 있다. 왜 그럴까? 역
발산기개세(力拔山氣蓋世)의 무공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겉으로는 강인하고 거칠지만 속은 인자하

고 순수한 면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외황현에서 보여준 인자함, 유방에게 단독 결투를 제안

하며 이제 더 이상 애꿎은 병사며 무구한 백성들을 그만 괴롭히자는 데서 보여준 성자(聖者)의 마

음에 사람들이 감복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손자병법》은 유방의 냉혹(冷酷) 기지(機智) 지략(智略) 
그리고 항우의 인자(仁慈) 후덕(厚德)함을 동시에 갖추었다.

따라서 《손자병법》을 읽을 때 냉혹함과 인자함이라는 상호 모순대립적인 내용이 어떻게 통일되

었는지 파악하는 것은 《손자병법》의 핵심 사상을 이해하는 데에도 무척 유용하다. 
《손자병법》을 독해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이처럼 거시적인 수사학적 관점으로 읽는 것도 유익

한 독법의 하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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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약 (한글)

《손자병법》은 냉혹함과 인자함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전쟁은 생사와 존망이 엇갈리는 냉혹한 

문제이니 인자하게 처리하는 방법은 전쟁을 하지 않고 승리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속전속결로 최단 

시간에 끝내는 방법 이외에 달리 묘책은 없다.
《손자병법》은 도덕과 윤리를 철저히 배제하고 지극히 현실적이고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전쟁

을 논했지만 냉혹함 속에서도 인자함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적절한 비유는 아니겠으나 불치의 암환

자가 병고에 시달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 때 안락사를 언급하는 것은 비록 냉혹하지만 환자 본

인이나 보호자에게 오히려 인도적인 권유가 아니겠는가.
따라서 《손자병법》을 읽을 때 냉혹함과 인자함이라는 상호 모순 대립적인 내용이 어떻게 통일

되었는지 파악하는 것은 《손자병법》의 핵심 사상을 이해하는 데에도 무척 유용하다. 
《손자병법》을 독해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이처럼 거시적인 수사학적 관점으로 읽는 것도 유익

한 독법의 하나가 될 것이다. 



《손자병법》(孫子兵法)의 수사학

-냉혹(冷酷)과 인자(仁慈), 그 대립과 통일 

발표자 : 이혜중 (李惠中, 한국외대 중국언어문화학부 강사)

토론자 : 이인호 (李寅浩, 한양대 ERICA 국제문화대학 중국학과 교수)

토론 내용 :

1.원문 인용 : 《손자병법》의 판본 문제

중국 고전은 판본(版本)에 따라 자구(字句)의 이동(異同)이 있으므로 본 논문이 인용한《손자병

법》의 원문은 어떤 판본에 근거했음을 서문에서 밝혀주어야 마땅하나 이 문제에서 소홀했다.

본 논문이 근거한 판본은《십일가주손자》(十一家注孫子)인 듯하다. 본 논문의 p9 각주 30을 보

면 “《손자병법》이 세상에 나온 이래 연구한 자가 많았지만 그 중에 조조(曹操)를 비롯한 열한 

명이 널리 알려져 있다. 그들의 연구 성과는 송나라 때 편찬된 《십일가주손자교리》(十一家注孫
子校理)에 수록되어 있다. (후략)” 

《십일가주손자교리》는 현대《손자병법》전문가 양병안(楊丙安)이 《십일가주손자》(十一家注
孫子)를 저본(底本)으로 하여 교감한 성과물이다.1) 따라서 위 각주는 수정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손자병법》의 판본 원류를 논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이 판본의 종류를 언급할 필요는 없고 

그저 인용 근거만 명확히 제시하면 될 듯하다. 

 

2.기존연구 성과의 소개 및 평가에 미흡

서론에서는 관련된 기존의 연구를 소개 및 평가하고 그 바탕에서 본 논문의 연구를 진행했다는 

언급이 있어야 하는데 p2 각주 3에서 논문이나 논저의 목록만 열거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목록은 

학술 DB, 이를 테면 중국 측 CNKI (中国知网)이나 한국 측 DBpia만 검색해도 충분히 드러나는 내

용이 아닌가? 만일 본 논문이 독창적이어서 과거에 전혀 연구된 바가 없다 할지라도 기존의 관련 

연구에 무슨 문제점이나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 본 논문의 완성도 제고(提高)에 도움

이 될 것이다. 따라서 기회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보충이 있기를 기대한다.

본 논문의 분량이 다소 많은 관계로 기존연구 성과를 세세하게 논하기 힘들다면 최소한 가장 대

표적인 논문 한 편이라도 그 내용을 간명하게 소개하고 평가해주면 좋을 것 같다. 

3. 결론 부분:《손자병법》은 항우와 유방을 합친 것 운운

1) 1999년 중화서국(中華書局) 발행 《신편제자집성》(新編諸子集成)에 수록. 이에 근거하여 양병안은 2004년 

《손자병학대전》(孫子兵學大典, 10권본)의 첫권 ‘원저교역’(原著校譯)편에서 《손자십삼편교역》(孫子十三篇
校譯)을 발간했다. 



항우(項羽)와 유방(劉邦)의 행적 및 성격상의 장단점을 간단히 논하면서 항우와 유방의 전술 전략

을 통합한 것이 《손자병법》의 내용이라고 했다. 상당히 흥미로운 주장이고 또한 무슨 뜻인지 충

분히 이해하지만 항우와 유방에 대하여 조금 더 깊이 있는 고찰이 요망된다.

항우와 유방에 관한 최초이자 가장 권위적인 기록은 사마천(司馬遷)의《사기》(史記)에 있다.2) 항

우를 기록한 <항우본기>, 유방을 기록한 <고조본기>가 있지만,《사기》는 인물 전기 형식의 기전체

(紀傳體)이므로, 항우나 유방을 전면적으로 이해하려면 연관된 기타 세가(世家)나 열전(列傳)을 두루 

참고해야 한다.3)

예를 들어보겠다. 본 논문은 항우의 ‘인자함’이나 ‘후덕함’을 강조했다. 하지만 상기해야 할 점이 

있다. 투항한 진(秦)나라 병사 20만 명을 항우는 생매장했다. 인자한 행동인가? 또한 유방 진영의 진

평(陳平)이 구사한 이간책(離間策)에 휘말려 범증(范增)을 축출했다. 항우 진영의 유일한 모사(謀士)이

자 오로지 항우를 위하여 헌신했던 지낭(智囊)을 버린 일이 후덕한 행동인가? 또한 공을 세운 자들

에게 상훈(賞勳)에 인색하고, 자기가 편애하는 자들에게만 특혜를 베푼 행동은 인자함이나 후덕함에 

어긋난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따라서 개인적인 생각인데, 《손자병법》을 항우와 유방의 합체(合體)로 논하기보다는 오히려 초

점을 유방(劉邦)에 집중하여 유방이야말로《손자병법》의 화신(化神)으로 파악하는 것이 사실에 부

합될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래 ‘향후 연구 건의’와 함께 토론문의 각주3의 내용을 참고하시

기 바란다.

4. 향후 연구 건의

(1) 유방(劉邦)과《손자병법》

항우(項羽)와 유방(劉邦)에 관심이 있다면, 유방이 전신(戰神) 항우를 제압하고 패권을 차지한 것은 

도대체 무슨 마술을 부렸던 것일까? 이런 의문에서 시작하여 그 논의를《손자병법》과 결부시키는 

2) 물론 정사(正史)이자 권위적인 기록인 반고(班固)의《한서》(漢書)도 있지만, 한나라 상당 부분은 거의 사마천

의 기록을 그대로 답습했다.
3) 유방을 예로 들면 이렇다. 유방은 평민 출신으로서 제왕의 위치에 올랐다. <고조본기>의 도입부는 신화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진섭(陳涉)이 거사 직전에 수단을 부린 것과 같은 맥락으로 자신을 신격화시

켜 군중을 제압하려는 일종의 술수라고 보면 된다. 그 당시 그런 풍문이 돌았으므로 사마천은 충실하게 기

록했을 따름이다. 신화적인 내용 이후는 유방의 인간적인 면이 사실적으로 묘사된다. 황제에 등극한 이후 고

향으로 내려가 동네 사람들과 허물없이 어울리는 모습이 단적인 예이다. 그 밖에 유방의 활달한 성격이며 

기민한 반응, 절묘한 용인술, 좋은 의견은 허심탄회하게 수렴하는 흉금, 심지어 관대하면서도 잔인한 면모까

지도 잘 묘사되어 있다. 한 인간을 이토록 입체적으로 묘사하여 웃고 우는 모습이 눈앞에서 어른거리게 만

든 사마천의 필력에 감탄하게 된다. <항우본기>、<소상국세가>、<유후세가>、<전담열전>、<팽월열전>、
<경포열전>、<장이진여열전>、<번역등관열전>、<장승상열전>、<역생육가열전>、<영행전> 등과 함께 

<고조본기>를 읽어보면 유방의 복잡다단한 인격이 더욱 완벽하게 조합되어 드러난다. 《사기》는 기전체 형

식이므로 관련되는 사건에 따라 이렇게 분산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 일종의 호견법(互見法)으로 봐도 무방

하다. 



것도 좋은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 

삼황오제(三皇五帝)는 아득한 시절이니 생략한다. 하(夏)나라 우왕(禹王)이나 상(商)나라 후직(后稷)

도 신화적이라 넘기고, 주(周)나라 문왕 무왕 이후 중국 역대 제왕 중에 영걸이라 할 만한 4명을 꼽

는다면,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나라 유방(劉邦)、위나라 조조(曹操)、당나라 이세민(李世民)、중화인

민공화국 모택동(毛澤東)이 아닐까 싶다. 그 중에《손자병법》의 화신을 꼽는다면 누구일까?　졸견으

로는 유방이라 생각한다. 조조 이세민 모택동은 손자병법을 연구하고 실전에 응용하기도 했다. 그러

나 유방이《손자병법》을 연구했다는 기록은 없다.4) 그런데 참으로 흥미롭게도 유방을 연구하면 할

수록《손자병법》을 체화(體化)한 인물이 아닌가 싶다. 그냥 타고났다는 느낌이다. 구체적으로 왜 그

런가 하는 문제는 유방의 행적을 연구하고 아울러《손자병법》의 내용과 연관시켜 심사숙고 해보면 

짐작되는 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오리라 본

다.

(2) 도가(道家) 사상과 《손자병법》

《손자병법》을 읽으면 《노자》와의 연관성을 강하게 느끼게 된다. 둘 다 상호 모순대립적인 개

념을 변증법적으로 통일시켜 논리를 전개했다는 점에서 영향 관계가 자못 흥미롭다.5) 그러나 둘 사

이에는 명백한 차이점도 물론 존재한다. 둘 다 냉정하게 이 세계를  관조하지만 《노자》는 현학적

이고 이상적인 반면에 《손자병법》은 대단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느낌이다. 이런 문제를 깊이 있

게 논한다면 중국 사상 연구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탐구가 될 것이다.

한편 중국 의학(醫學)은 도가(道家) 및 음양오행(陰陽五行) 사상의 영향을 깊이 받았는데, 《손자병

법》을 비롯한 중국 병학(兵學) 역시 도가 및 음양오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국 의학에서 질병

을 공략하는 용어나 약제를 처방하는 용어가 군사적인 것만으로도 저간의 사정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 의학과《손자병법》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도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이다.6) 

4) 유방(劉邦)은 지식인이 아니었다. 그 당시 유관(儒冠)에 오줌을 누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지식인을 

의도적으로 경멸하기도 했다. 명나라 말기 학자 오응기(吳應箕)가 편찬한《독서지관록》(讀書止觀錄)에는 이

런 내용이 있다. “한나라 고조 유방이 태자에게 글을 써서 보냈다. ‘나는 난세에 살았는데 마침 진(秦)나라 

정부가 명을 내려 백성들이 책을 소장하는 것을 금했다. 나는 즐거웠다. 책을 읽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막상 황제가 되자 독서의 필요성을 알았다. 책을 읽으니 성현의 뜻을 알게 되었고 예전에 내가 

했던 행동이 대부분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유방이 또 글을 써서 태자에게 보냈다. ‘내가 글씨를 배우지 

못해 악필인데 지금 네가 쓴 글을 보니까 나보다도 못하구나. 앞으로 나한테 글을 써서 올릴 때는 반드시 

스스로 써라. 남의 손을 빌려서는 안 된다.’”(漢祖敕太子曰：“吾遭亂世，當秦禁書，自喜，謂讀書無益。洎踐祚
以來，時方省書，乃使人知作者之意，追思昔所行多不是。”又敕雲：“吾未學書，今觀汝書，尚不如我。每上疏宜
自書，勿使人也。”)

5) 중국 학자들은 이미 관련 논문을 여러 편 발표했다. 《道德经》与《孙子兵法》的辩证法渊源, 《孙子兵法》对
《老子》思想的继承与演变, 论_孙子兵法_的阴性思维,, 战争中的超越向度——庄子技术寓言启发下的《孙子兵
法》解读, 春秋时期军事思想的传承与变革——从《老子》到《孙子兵法》, 浅说孙子的_无为而无不为 등이 있다. 
한국 학자의 연구도 있다. ‘손자병법·노자의 동질성과 그 현실적 운용 연구’, ‘손자와 노자’ 사상 비교 연구’ 
등 2편이 있다.

6) 중국 학자의 연구로 ‘兵家思想在中医治则理论中的类比应用’、‘《黄帝内经》与《孙子兵法》之浅见’ 등이 있으

니 참고할 만하다.



5. 여론(餘論) : 학이치용(學以致用), 한국의 미래 

《손자병법》을 연구했으니 현실에 활용하면 그것을 일러 ‘학이치용’이라 할 수 있다. 《손자병

법》에 근거하여 한국의 현재를 평가하고 한국의 미래를 전망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면 간단하게라

도 한 마디 부탁한다. 

이상 끝. 이인호.



폴 리쾨르의 대화주의와 시민 소통교육
전종윤(전주대)

1. 서론
‘대화주의(dialogism)’는 현대적 개념이다. 전통적 ‘대화(dialogue)’ 개념―예를 들어 플라

톤과 부버의 대화 개념―에 오늘날의 상호주관성 문제를 덧붙인 것이라 정의해도 크게 문제
가 되지 않는다. 물론 이런 성급한 정의에 미하일 바흐친(혹은 바흐찐, Mikhail Bakhtin) 전
공자들은 즉각적으로 반발할 것이다. 대화주의, 아니 ‘대화이론’(그들은 이렇게 칭하기도 한
다)은 바흐친의 ‘문학(소설)이론’과 그의 ‘메타언어학’에서 유래한 용어라고….1) 사실, 이 주
장은 옳다. 여러 백과사전(예를 들어, Encyclopaedia universalis 2018)을 살펴보아도 대화
주의를 설명하는 첫 항목에는 으레 바흐친의 대화주의가 나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대화주의를 현대적 개념과 상호주관성 문제로 이해하고자 함은 
언어학자 겸 철학자 프랑시스 자크(Francis Jacques)의 언어·철학적 ‘대화주의’의 영향 때문
이다. 비록 우리나라에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프랑스철학과 영미철학에서 자크의 위
상은 상당한 편이다. 그는 언어적 전회(linguistic turn)를 거친 현대철학자답게 화용론
(pragmatics)과 의미론(semantics), 그리고 기호론(semiotics) 등을 중심으로 언어·철학적 
영역(특히 논리-언어학적 관점과 선험적 관점)에서 대화주의를 발전시켰다. 자크의 대화주
의를 마틴 부버의 대화철학과 비교하여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부버의 이론은 신학적이면서 신비적인 측면에 강조점2)을 두고 있는 ‘나와 너’ 사이의 ‘대
화의 철학’으로 대변된다. 부버는 절대자와의 대화는 신의 부름에 응하는 피조물로서 당연
한 답변이라는 전제하에서 사람은 본질적으로 ‘대화적 인간(homo dialogus)’이며 다른 사람
들과의 소통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 규정한다. 또한 우리 인간은 ‘종교적 인간(homo 
religiosus)’이기에 인류에 대한 사랑은 신의 사랑에서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3) 부버의 담론
을 한 마디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모든 만남과 대화에 절대자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주지하듯이 부버는 그의 저서, 『나와 너』에서 ‘나와 너 커플’이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 커플은 ‘나-너(순서 중요!)’라는 구조에서만 존재 가능하며, 나-너
의 관계는 ‘절대적 너’인 창조주(신)에 의존적이다. 신의 보호에서 벗어난다면 나-너의 관
1) 바흐친의 대화주의는 우리의 담론 안에 내재된 타인의 생각과 목소리의 복수성(pluralité de voix) 

등으로 이해할 수 있다. 타인의 목소리는 우리의 의식 형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요소이다. 특히 
의사소통행위로서의 담론은 타인을 향하고 있다. 한 마디로, 언술행위를 한다는 것은 공통적 언어
의 세계에 위치하는 것이다(Cf. 이은경, 홍상우, 유재천, 「바흐찐의 국내수용에 관한 비판적 고찰
(1). ‘대화이론’을 중심으로」, 노어문학 제16권 제2호, 2004. 이은경, 유재천, 「바흐찐의 국내수
용에 관한 비판적 고찰(2). 카니발 이론을 중심으로」, 노어문학 제18권 제3호, 2006. 박동섭, 
「바흐친의 대화성 개념을 통한 교실 담화분석의 방향 모색」, 교육인류학연구 제11권 제1호, 
2008. 이노신,「미하일 바흐친의 대화이론에 대한 분석적 비평: 화용론과 기호학적 접근을 중심으
로」, 영어어문교육 제16권 제4호, 2010. 조수경,「푸코와 바흐친을 통해 바라본 담론의 바깥」, 
철학연구 제117편, 2011).

2) 부버는 하시디즘(Hassidisme)에 영향을 받았다. 하시디즘은 18세기 폴란드에서 일어난 유대교의 
한 분파로서 신비주의적 경향이 강하다.

3) Cf. Kalman Yaron, “Martin Buber”, in Perspectives: Revue trimestrielle d’éducation comparée 
(Paris: Unesco, Bureau internationl d'éducation), vol. XXIII, n°1-2, 1993, p. 135.



계는 위험에 처하게 되고, 이런 경우에 나-너의 관계는 ‘나-그것’의 관계로 변질된다. 나-
그것의 관계는 ‘너’를 나를 위한 수단인 ‘그것’으로 대체하는 것이고, ‘너’를 나의 액세서리 
정도로 취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와 아버지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나-너의 관계인데, 
아버지를 나의 다양한 필요성(용돈, 돌봄, 내가 거주한 집의 주인 등)을 위해 존재하는 수
단으로 간주한다면, 나와 아버지의 관계는 나-그것의 관계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나-그것
의 관계는 상호적 대화가 부재한 독백(monologue)적 관계이다. 반면 부버가 원초적 관계라
고 말하는 나-너의 관계는 진정한 대화(dialogue)적 관계이다. 요약하면, 나-그것의 관계
는 나와 대상과의 관계를 의미하고, 나-너의 관계는 나와 너의 상호적 관계를 의미한다. 

자크의 대화주의는 부버의 대화철학에서 한 걸음 더 나간다. “인간은 [직접적] 대화상대
인 ‘너’가 아닌 ‘그’라고 불리게 되는 시련을 거친 이후에 비로소 한 사람, 한 인격, 하나의 
‘내’가 될 수 있다”4)고 한다. 부버가 ‘그것’을 말한다면, 자크는 ‘그’를 말한다. 자크의 대화
주의에 따르면, 부버의 대화철학은 삼인칭 대명사 ‘그’의 가치를 망각한 것이다. 자크가 말
하는 ‘그’는 비인격적인 익명의 누군가(“On” anonyme et impersonnel)가 아니고, ‘그’는 발
화행위에서 언제든지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재현실화 될 수 있
는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크는 부버의 ‘나-너’ 커플 이외에 ‘그’를 추가할 것을 요청한
다. 이때 ‘그’는 ‘그것’과 다르다. 이런 맥락에서 자크는 주체 사이의 소통 관계를 강조한다. 
소통을 통해 나와 너는 발화 공동체에 참여하게 되며, 나와 너는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
가 될 수 있다. “내가 [네게]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일하게] 나에게 표현할 수 있는 
누군가(여기서는 ‘너’의 존재)를 대면(對面)할 때, 나는 너를 지각한다.”5) “제2인칭은 더 이
상 낯선 의식이거나 [나와] 근접한 주체가 아니며, 소통행위에서 나와 더불어 존재하는 대
화상대자이다.”6) “[말하는 주체의] 말 가운데 주체성이 살아있다.”7) 이 진술들을 살펴보면 
자크의 대화주의의 일면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대화주의는 바흐친의 문학이론과 메타언어학적 이해와 자크의 논
리-언어학적 관점 등으로 이해할 수 있다.8) 이와 같은 전제하에서 필자는 폴 리쾨르의 대
화주의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대화주의와 시민 소통교육의 가능성 혹은 교차점을 
찾으려한다.   

2. 리쾨르의 대화주의
대화주의란 대화철학과 다르다. 이를테면 부버(M. Buber)의 철학을 ‘나와 너’의 대화철학

이라 칭하지만, 대화주의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 까닭은 대화주의는 화용론적 논의를 전제
로 하기 때문이다. 오스틴(J. Austin)과 설(J. Searl)로 대표되는 ‘화행이론(speech act 
theory)’에서 볼 수 있듯이 ‘언어로 나타난 행동’에 대한 논의를 담고 있는 것이 대화주의이
다. 그렇다고 리쾨르의 대화주의를 전적으로 화행이론이나 화용론으로 축소할 필요는 없다. 

4) Francis Jacques, Différence et Subjectivité, Paris: Editions Aubier Montaigne, 1982, p.54.
5) Francis Jacques, Dialogiques. Recherches logiques sur le dialogue, Paris : PUF, 1979, p.27.
6) Ibid., p. 47.
7) Ibid., p. 41(강조는 필자의 것).
8) 프랑시스 자크의 논리-언어학적 관점의 대화주의와 비견될 만한 것은 메타발화적 관점에서 본 ‘상

호대화적 대화주의’가 있다. Cf. 장인본, 「상호대화적 대화주의 언어표지. 메타발화적 관점을 중심
으로」, 불어불문학연구 82집, 2010.



오히려 현대철학에서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언어철학적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그의 대화주의는 크게 세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나
와 타자의 ‘대화 가능성’이며, 둘째, 텍스트의 세계와 독자의 세계의 만남이며, 셋째, 리쾨르
의 고유한 철학적 사유방식으로서의 ‘대화주의적(dialogique/ dialogal) 방법론’이 그것이다. 
이 중 세 번째 대화주의를 리쾨르의 변증법(la dialectique ricoeurienne)이라 명명할 수 있
다. 

 
2.1. 대화 가능성으로서의 리쾨르의 대화주의

리쾨르의 대화주의는 우선 ‘대화 가능성’을 내포한다. 비록 리쾨르가 언어의 한계성에 기
인한 인간의 절대적 고독―나만의 고유한 경험과 염려를 타자에게 온전하게 전달할 수 없음
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독―을 한탄하였지만, 나와 타자 사이의 대화 가능성에 대한 희망적
인 입장은 끝까지 변하지 않았다. 이를테면, 그의 텍스트들을 독서하면서 자주 접하게 되는 
상호인정 개념은 나와 타자 사이의 대화 가능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9) 

인정은 자기긍정을 배려로, 이 배려를 정의로 끌고 가는 움직임에 대해 성찰하는 자기의 
구조이다. 인정은 자기의 구성 자체 속에 이원론과 다원성을 도입한다. 우정에서 상호성, 
정의에서 비례적 평등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 속에 반영됨으로써 자기긍정 자체를 인
정의 모습으로 만든다.10) 

 
또한 리쾨르의 박사학위 논문이면서 첫 저작이기도 한 『의지의 철학』에서, 그는 인간은 

타인과 소통하지 않고 살 수 없는 존재로 규정한다.11) 이런 맥락에서, 리쾨르의 대화주의는 
실존적 차원에서 나는 타자 없이 존재할 수 없음을 역설하는 것이고, 언어철학적 차원에서 
나와 타자는 서로 소통이 가능한 존재로서 상호대화적(interlocutif) 관계―발화상황에서의 
대화참여자들인 발화자(locuteur)와 발화대상자(interlocuteur)의 관계―임을 규정하는 것이
다. 결과적으로 타자는 나를 독백(monologue)의 상태에서 대화(dialogue)의 장―dia(두 사
람의) logos(이야기)가 실현되는 발화공동체―으로 이끄는 구원자와 같은 존재이다. 

그 뿐만이 아니라, 자크의 주장처럼,12) 발화행위를 통해 ‘나’는 언제든지 ‘너’(타자)가 될 
수 있고, 때때로 ‘그’(제3자)가 될 수도 있다. ‘나’는 발화자일 때만 ‘나’이지 발화대상자, 즉 
청자일 경우에는 ‘나’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발화행위에서는 ‘나’를 고집할 수 없고, ‘너’

9) 예를 들어, 리쾨르의 상호인정 개념에 기초한 대화주의를 교육적 관계에 적용하여 ‘스승과 제자’의 
관계 문제를 고찰할 수 있다. “리쾨르는 비대칭적이고 불평등한 교육관계를 해소하거나 최소한 완
화시키기 위해 인정이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인정은 불평등성을 뛰어넘을 수 있으며, 교육관계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아렌트의 말처럼 스승의 전통적인 권위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
쾨르의 주장처럼 스승과 제자간의 본질적 불평등과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한 상호인정도 필요하
다고 여겨진다. 이런 상호인정은 스승과 제자 사이의 놓인 정당한 거리를 유지시키면서, 그 거리를 
두 주체가 가질 수 있는 상호존중과 친밀감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스승이 갖는 우월
함을 제자가 인정함으로써 상호간의 불평등을 해소시킬 수 있고, 제자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전성을 스승이 인정함으로써 서로간의 비대칭성은 잊거나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졸고, 「‘스
승과 제자’의 관계 이해」, 철학과 문화 제19집, 2009, 71쪽.

10) 폴 리쾨르, 김웅권 옮김, 『타자로서 자기 자신』, 동문선, 2006, 344쪽.
11) Paul Ricoeur, La philosophie de la volonté I, Aubier, 1950, p. 122. “마지막으로 타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내게 결핍되어 있는 것이 바로 타자이기 때문이다. 타자는 또 다
른 나로서 내게 부족한 부분이다. 타자는 음식물처럼 나를 채워주는 존재이다.”

12) 졸고, 「대화철학과 대화주의」, 해석학연구 제25집, 2010, 1~22쪽.



라고 불리는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더 나아가 ‘나’는 ‘그’가 될 수 있는데, ‘나’를 제외한 누
군가가 ‘나’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이 ‘나’를 ‘그’라고 부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다. 이 모든 것이 발화공동체에서 발생하는 언어의 가역성(réversibilité) 때문이다. 자크의 
주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발화행위 가운데 만나는―보다 엄밀히 말해, 대면(對面)
하는―‘너’는 전통철학에서 개념화함으로써 사변적으로 어렵게 만날 수 있었던 바로 그 존
재(‘타자’)라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발화행위에서 대화와 토론 가운데 언제든지 자신의 생
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나’아닌 다른 누군가가 ‘타자’이고, 이런 다른 누군가는 나처
럼 자기 차례가 되면 자연스럽게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존재’이다. 이런 명백한 사실은 
내가 너(타자)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과, 또한 너(타자)는 나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
하게 만든다. 

리쾨르에 따르면, 발화참여자들이 참여하는 발화행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주어진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간적 소통행위를 흔히 ‘작은 대화’라고 부른다면, 리쾨르의 대화
주의는 시공간을 뛰어넘는 보다 넓은 의미의 ‘큰 대화’를 지향한다. 이런 맥락에서 리쾨르의 
대화주의는 바흐친의 대화주의와 밀접한 관계를 이룬다. 바흐친은 서양철학의 독백주의적 
전통의 한계를 지적하였다.13) 플라톤은 그의 대화록 『테아이테토스』에서 대화를 사유의 
첫 번째 구조라고 규정하고, 이를 자신과 자신의 영혼 간의 대화라고 말한다. 이런 의미에
서 플라톤의 대화에서는 타자와의 진정한 토론이나 관점의 교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맥락에서 타자의 문제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플라톤의 대화는 
현대 언어철학에서 말하는 발화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대화적 관계와는 무관한 가치에 
주목한다. 즉 타자의 목소리보다 자신의 목소리를 최종적 심급으로 간주한 것이다. 

이에 반해 바흐친의 다성적 대화주의에 따르면, 나의 목소리는 타자의 목소리에 의해 끊
임없이 간섭당하고 굴절되고 변형된다. 나는 타자의 목소리를 잉여적이고 우연적인 것으로 
규정하면서 나에게 동화시키려 애쓰지만, 타자의 이질성은 이질성 그 자체 때문에 나(주체)
의 부속물로 환원되지 않는다. 그래서 내 담론 안에 내재된 타자의 생각과 목소리를 간과할 
수 없다. 그 뿐만 아니라 타자의 것들은 한 사람의 의식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담론이나 의식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형성되기 때문에 바흐친의 문학이론에서 볼 수 있는 것
처럼 나와 타자―예를 들어, 작가와 독자―는 지극히 대화적인 관계를 이룬다. 작가와 독자
는 문학 텍스트를 매개로 생산과 수용의 과정을 통해 대화적 상호작용을 일으킨다. 그리고 
이 상호작용은 종종 시공간의 한계를 뛰어넘는다. 작가와 독자의 만남이 동일한 시대와 동
일한 공간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2.2. 리쾨르의 텍스트 이론: 텍스트의 세계와 독자의 세계의 만남으로서의 대화주의 

리쾨르는 한 개인이 실천적 주체이자 윤리적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기이해를 
통한 자기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자기이해는 이야기를 담고 있
는 텍스트의 매개를 통해 얻어진다. 그러므로 자기이해는 텍스트 해석학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자기를 이해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즉 텍스트)를 해석함으로써 얻어지기 때
문이다. 그러므로 리쾨르에게 텍스트는 자기이해의 중심이 된다. 그는 “독자가 허구 인물의 
정체성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은 자기 해석 형식들 중의 하나이다”14)라고 지적한다. 그러
13) 참조. 김현식, 「바흐친을 통해 본 서구 지성의 ‘독백주의적’ 전통」, 한국언어문화 제38집, 2009, 

129~152쪽. 



므로 그는 “독자에게는, 자기를 이해한다는 것은 곧 텍스트 앞(devant le texte)에서 자기를 
이해한다는 것이고, 그 텍스트로부터 나와 다른 자기(un soi autre que le moi), 즉 독서가 
부추기는 나와 다른 자기의 출현 조건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15)라고 역설한다. 

직관적이고 직접적인 철학이 아닌 긴 우회로를 거친 철저한 반성철학(또는 간접적 반성철
학)이 바로 리쾨르 철학의 특징이다. 그래서 그의 자기이해 과정은 데카르트의 직관적 회의
적 자기 정립과정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는 『타자 같은 자기 자신』의 출간을 기념한 대
담에서 “직접적인 자기 인식이란 없다. 내가 수도 없이 말했듯이, 우리는 기호들, 작품들, 
텍스트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알게 된다. 자 바로 이것이 나의 해석학의 기본 지침이
다”16)라고 명료화하였다. 즉 그는 간접적이고 매개적인 요소를 통한 자기이해를 위해 특별
히 ‘텍스트 앞에서의 자기이해’를 주장한다.17) 

텍스트의 매개에 의한 자기이해는 ‘독자로서 나’와 ‘텍스트의 세계’와의 교차를 통해 이루
어진다. 독자는 다양한 작품을 읽으며 텍스트가 자극하는 새로운 세계를 자기 것으로 만들
게 된다. 독서의 산물(oeuvre de la lecture)이자 텍스트의 선물(don du texte)을 통해 독
자는 ‘삶의 해석자’로 참여하고, 새로운 세계를 추구하며, 새로운 자기이해에 도달한다. “독
자의 주체로 말하자면, 독자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텍스트를 맞이하고 텍스트를 받아들이는 
만큼, 그런 기대의 소지자로서의 독자의 주체는 독서의 산물이자 텍스트의 선물이다.”18) 
“자기를 이해한다는 것은 곧 텍스트 앞에서 자기를 이해한다는 것이고, 이는 독서를 하면서 
찾아오는 나와는 다른 자기의 조건들을 그 텍스트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이다.”19)

독자가 자기이해를 통해 자신만의 주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즉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텍스트의 세계에 빚져야 한다. 즉 독자는 독서행위를 통해서 허구 인물의 정체성
을 자기 것으로 만든다.20) 만일 독서행위가 없다면, 텍스트의 세계는 굳건히 닫힌 채 열리
지 않은 무궁무진한 보물 창고와 같다. 그래서 리쾨르는 이를 ‘텍스트의 선물’이라고 하였
다.21)

텍스트의 세계가 텍스트의 ‘내적’ 구조와 관련하여 완전히 독창적인 지향적 목표를 이루
고 있다는 점에서, 텍스트 세계는 그 ‘바깥’, 그 ‘타자’를 향한 텍스트의 열림을 나타낸
다고 말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독서를 별도로 하면 텍스트 세계는 내재성 속의 초월성으

14) Paul Ricoeur, “L'identité narrative”, Esprit, juillet-août, Paris 1988, p. 304.
15) Paul Ricoeur, Réflexion faite. autobiographie intellectuelle, Paris: Esprit, 1995, pp. 59-60(강

조는 필자의 것). 
16) "Un entretien avec Paul Ricoeur : Soi-même comme un autre", propos recueillis par 

Gwendoine Jarczyk, Rue Descartes, n° 1, Albain Michel, avril 1991, p. 226. (이기언, 「폴 리
쾨르: 해석학과 자기 이해」, 불어불문학연구 제79집, 2009 가을호, 422쪽에서 재인용.)

17) Paul Ricoeur, Du texte à l'action, Paris: Seuil, 1986, pp. 116-7. “결국 내가 자기화해야 하는 
것은 바로 세계의 제안이다. 그 세계의 제안은 숨겨진 의도처럼, 텍스트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품이 전개시키고, 발견해내고, 드러내주는 것으로서 텍스트 앞에(devant le texte)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한다는 것은 텍스트 앞에서 자기를 이해한다는 것이다. 결국 텍스트에게 자신의 
제한된 이해 능력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에게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이며, 그것으로부터 더
욱 폭넓은 자기를 수용하는 것이며, 바로 이 넓은 자기의 수용이 세계의 제안에 가장 적절한 방식
으로 응답하는 실존의 제안일 것이다.”

18) Ibid., p. 31.
19) Ibid.
20) Paul Ricoeur, "L'identité narrative", op. cit., p. 304. “독자가 허구 인물의 정체성을 가지 것으

로 만드는 것은 자기 해석 형식들 중의 하나이다.”(이기언, 「폴 리쾨르: 해석학과 자기 이해」, 불
어불문학연구 제79집, 2009 가을호, 421쪽에서 재인용.)

21) 폴 리쾨르, 김한식 옮김, 『시간과 이야기 3』, 문학과 지성사, 2004, 306쪽. 



로 남아 있다고 고백해야 한다. 그 존재론적 위상은 어정쩡한 상태이다. 즉 구조와 관련
해서는 넘치며, 독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형상화의 역동성이 그 여정을 끝마치는 
것은 오직 독서를 통해서이다. 그리고 텍스트의 형상화가 재형상화로 변모하는 것은 독
서를 넘어서, 받아들인 작품으로 인해 알게 된 실제적인 행동을 통해서이다.  

이처럼 독서행위를 통해 독자는 자기의 삶의 주체가 된다. 주체는 텍스트를 매개로 하여 
자기의 삶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다.22) 그러나 주체를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면 제 멋대로
의 해석이 되고 만다. 그래서 리쾨르가 주장하는 해석이란 ‘텍스트의 뜻에 이끌려 독자 자
신이 하는 해석’이다. 그래서 독서행위란 텍스트의 가르침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텍스트의 세계와 독자의 세계 사이의 살아 있는 대화를 의미
한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주어진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화자와 청자 사이의 발화행위를 
‘작은 대화’라 부른다면, 독서행위를 통한 시공간을 뛰어넘는 대화―이를 테면, 아리스토텔
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과 독자로서 나의 대화―를 필자는 ‘큰 대화’라 부른다. 이 큰 
대화를 통해 독자는 텍스트라는 삶의 스승을 만나게 된다. 텍스트의 세계는 독자가 알지 못
했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텍스트를 매개로 한 자기이해는 한 개인의 정체성 확립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리쾨
르는 이를 ‘자기 정체성’이라 한다. 그에게 자기 정체성의 문제는 텍스트 이해와 존재 이해
를 하나의 질문으로 묶음으로써 가능해진다.23) 즉 텍스트 앞에서 이해된 자기는 존재론적
으로 새로운 이해에 도달한 자기이다. 이 자기는 윤리적 실천적 주체로서 정의로운 체제 속
에서 타인과 더불어 타인을 위해 좋은 삶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자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 없이는 존재의 근거를 찾지 못한다. 그러므로 자기에 대한 존중은 자기 정체성이자 이
야기 정체성에서 비롯된다. 

한 집단이나 개인의 이야기 정체성이 온전하게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 집단 안에서 승자의 
이야기, 즉 지배자의 관점에서 기록한 이야기만 주목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패자의 이야
기도 있기 때문이다. 즉 패자가 꿈꾸었지만 실현하지 못한 이야기와 그가 말하고 싶었지만 
말하지 못한 이야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승자의 역사 이야기뿐 아니라 재해
석되고 상상력이 가미된 허구를 통해 형성된 패자의 이야기도 우리의 이야기 정체성의 일부
가 된다. 이처럼 인간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적 이야기와 허구적 이야기로 구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문학의 토대가 되는 허구 이야기이다. 
허구 이야기가 사실은 아니지만 그 이야기를 꾸며내는 작가는 역사적 전통에 일정하게 기대
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작가는 꿈과 이상, 다양한 시도 등 사람이 과거에는 성
공하지 못한 이야기를 상상력으로 넘어서서 성공 가능한 새로운 삶의 이야기로 재구성해낸
다. 이처럼 가능성의 세계를 여는 것이 곧 허구 이야기의 기능이자 문학의 힘이다. 마치 과
학자가 실험실에서 자유롭게 ‘다양한 실험’24)을 하는 것처럼, 작가는 허구 이야기를 통해 

22) Paul Ricoeur, Soi-même comme un autre, Seuil, 1990, p. 138, note 1. “자기이해는 하나의 해
석이다. 자기 해석은 다른 기호나 상징들 중에서도 이번에는 이야기 속에서 특별한 매개를 찾아낸
다. 그 매개는 한 삶의 이야기를 허구적 이야기, 혹은 역사적 허구로 만들면서, 그리고 전기의 역
사 기술 양식을 상상적 자서전의 소설적 요소와 교차시키면서 허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역사에서도 
빌려오는 것이다.”(강조는 필자의 것)

23) 리쾨르 텍스트 해석학에 따르면, 독서행위에서 발생하는 이야기에 대한 해석은 ‘~처럼 보는 것’
에서부터 ‘~처럼 존재하는 것’으로 전환된다. 이처럼 독서행위를 통해 주체가 자신의 존재론적 경
험으로부터 얻게 되는 정체성을 ‘이야기 정체성’이라 한다.

24) 기존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실험이 가능한 곳이 바로 실험실이고 인간의 창의성과 상상력이 필요
한 곳이 실험의 장소이다.



인간이 미래에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삶에 대하여 부단히 실험한다. 허구적인 문학에 
의해 제공되는 이야기의 세계는 독자에게 활짝 열려있다. 독자는 허구적 이야기가 제공하는 
가능성의 세계와 만나면 된다. 이처럼 텍스트의 세계는 독자에게 새로운 형태의 삶의 계획
과 새로운 비전, 그리고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준다.  

2.3. 방법론으로서의 리쾨르의 대화주의

앞서 대화 가능성으로서의 대화주의와 텍스트의 세계와 독자의 세계의 만남으로서의 대화
주의를 살펴보았다면, 이제부터는 그의 고유한 철학적 사유방식인 대화주의적 방법론에 대
해 검토해보자. 혹자는 리쾨르의 철학에는 “독창적인 개념이나 체계적인 사유가 없고 절충
주의 혹은 유행을 따라가는 철학이며, 철학의 자율성이라는 가면 아래 신학의 얼굴을 감추
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한다. 또한 그의 철학에는 니체나 데리다 같은 철학자들에게서 느낄 
수 있는 해체의 카타르시스, 사르트르나 알튀세가 보여주는 현실변혁에의 의지와 열정이 없
다고도 비판한다.”25) 

그러나 그의 철학은 끊임없이 서로 반대되는―혹은 서로 다른 두 개념이나 주제를―‘대질
시키고(confronter)’ 그것의 ‘연관성을 찾는(articuler)’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
다. 즉 그는 서로 대립되는 두 주제를 ‘대화시키는 행위’에 주력한다. 이와 같은 사유방식을 
대화주의적 방법론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그의 독특한 사유방식인 대화주의적 
방법론은 서로 다른 주제나 이론들 가운데 ‘중용’을 찾는 작업이다. 물론 이 방법론을 단순
한 절충주의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그가 추구하는 중용은 서로 반대된 두 주제나 이론의 
단순한 중간지점이 아니라 ‘제3의 정점’을 의미한다. 즉 기존의 대립된 두 주제나 이론 모두
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상위의 주제나 이론으로서의 제3의 
정점을 찾아내기 위해 긴 우회로를 거치는 과정이다.26) 이는 바흐친의 ‘큰 대화’처럼 시공
간을 뛰어넘어 이질적으로 보이는 사상가나 그들이 다룬 다양한 주제들을 대화시키는 행위
인 것이다. 

혹자는 보편성과 대화에 대한 리쾨르의 추구란 결코 화해할 수 없는 것들을 중용이란 수
단을 통해 억지로 화해시키려는 단순한 통합주의에 불과하다고 폄하한다. 그러나 리쾨르
의 여정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러한 관점이 얼마나 피상적이며 또한 본질에서 벗어나
는 것인가를 알 수 있다. 그의 사상은 결코 논쟁적이거나 과장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것은 평화로워 보이는 겉모습과는 달리 극단의 사상이며 또한 갈등의 사상이다. 장애물
에 대한 반격과 반박 그리고 전략이라는 개념은 그의 철학의 주요한 특징들 가운데 하나
이다. 그는 갈등 상황에 있는 여러 입장들을 논리적 모순의 지평에 부딪힐 때까지 극단
적인 지점으로 몰아넣는다. 바로 이러한 부딪힘이 생각을 불러일으킨다.27)   

이와 같은 대화주의적 특징은 리쾨르의 여러 저작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시간
과 이야기』의 예를 살펴보자. 서로 다른 두 사상이나 이론을 대화시키는 작업이 리쾨르의 

25) 김한식, 「해석의 갈등: 의혹의 해석학, 신뢰의 해석학」, 불어불문학연구 제93집, 2013, 102쪽.
26) “많은 사람들이 Ricoeur의 철학을 반성철학이라 칭한다. 그는 데카르트처럼 직관적이고 직접적인 

철학(즉 Cogito의 철학)을 추구하기보다 ‘긴 우회로long détour’를 거친 철저한 자기성찰의 결과물
로서의 반성철학을 추구한다. 그래서 Ricoeur의 자기이해 과정은 데카르트의 직관적 회의적 자기정
립 과정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졸고, 「생태적 원예활동, 식물윤리, 그리고 어린이철학교육」, 
한국초등교육 제23권 제4호, 2012, 10쪽.

27) Franςois Dosse, Les Sens d’une vie, La Découverte, 1977, p. 11.



대화주의라 했는데, 『시간과 이야기』에서 그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시간 이론’―『고백록』
의 시간 경험의 아포리아―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줄거리 이론’―『시학』의 줄거리 구성, 즉 
미메시스―을 대질시키고 연관성을 찾는 작업, 즉 이질적인 두 이론을 대화시키는 작업을 
수행한다. 

언제였던가 말할 수는 없지만, 제게 일종의 섬광, 다시 말해 시간에 대한 성 아우구스티
누스의 이론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줄거리 구성(muthos)의 개념 사이에 도
치된 평행관계에 대한 직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백록(Confessions)』11권의 영혼
의 팽창(distentio animi)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줄거리 구성 사이의 일종의 갑작스러운 충
돌이었습니다. (…) 시간은 이야기처럼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이 책에서 꺼내 든 카드였습니다. 시간은 이야기될 때 인간적이 될 뿐이라는 가정 속에
서 사람들은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28)

이와 같은 작업은 ‘불협화음을 내포한 화음(la concordance discordante)’29)처럼 불협화음
을 화음으로 만드는 노력이다. 물론 이 작업에서 리쾨르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고대 그리스
의 아리스토텔레스와 중세 초기의 아우구스티누스를 대면시킨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담론
을 도출해낸다. “시간은 서술적 양태로 엮임으로써 인간의 시간이 되며, 이야기는 그것이 시
간적 실존의 조건이 될 때 그 충만한 의미에 이른다.”30) 바흐친의 표현을 빌리면, 리쾨르의 
담론은 두 사람―아우구스티누스와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소리를 담아 리쾨르 자신의 목소
리로 표현한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폴 리쾨르, 비판과 확신』은 리쾨르가 즐겨 사용하는 말처럼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리쾨르 자신의 철학과 삶,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등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이 책 제목에서 주목할 것은, ‘왜 리쾨르가 자신의 사상과 생애를 이야기하
는 자전적 글에서 ‘비판’과 ‘확신’이라는 두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가?’이다. 그는 ‘비판’이라
는 개념을 사용하여 그리스사상의 특징을 설명하고, ‘확신’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유대사상
의 특징을 설명한다. 서양철학사에서 우리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끊임없는 대립과 갈
등, 그리고 화해의 장면들을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리쾨르가 시도한 ‘비판과 확신의 변
증법’은 끊임없이 대립하고 갈등하는 두 사상을 접목하고 대화시키려는 그의 철학적 성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를 더 살펴보자면, 리쾨르는 『역사와 진리』에서 ‘정치적 역설’을 
논하기 위해서 정치적 낙관주의자인 아리스토텔레스, 루소, 헤겔과 정치적 비관주의자인 플
라톤, 마키아벨리, 마르크스를 대화시킨다. 그의 시각에 따르면 정치성의 자율로 대표되는 
정치적 낙관주의와 정치적 악으로 대표되는 정치적 비관주의의 갈등은 끝없는 논쟁상태로 
남을 수밖에 없다. 실로 풀기 어려운 정치적 역설의 문제이다. 이런 까닭에 리쾨르는 정치
에 대한 일방적인 비관론과 낙관론 모두를 거부한다. 대신 정치성의 모순을 있는 그대로 받
아들이고, 이에 대한 실천적 해결책을 고심한다. 그리고 리쾨르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정의
로운 제도’의 확립이다. 이것이 바로 리쾨르의 제3의 정점이다. 그는 정의로운 제도를 통해 
자신이 세운 윤리적 목표를 사회와 정치에서 어떻게 실현하고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한다.  

28) Op. cit., 폴 리쾨르, 변광배·전종윤 옮김, 『폴 리쾨르, 비판과 확신』, 157~158쪽.
29) 폴 리쾨르, 김한식·이경래 옮김, 시간과 이야기 I, 문학과 지성사, 1999, 103쪽.
30) 위의 책, 125쪽.



3. 리쾨르 대화주의와 소통교육
리쾨르의 대화주의는 상호인정에서 시작한다. 나와 타자는 언제든지 상호 소통 가능한 존

재라는 사실을 선행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나와 타자 사이의 대화 가능성은 점차 높아진다. 
그런데 우리의 교육현실은 어떠한가? 지나친 조기교육과 입시경쟁, 그리고 학교폭력 등으로 
학교에서의 대화 가능성은 점차 줄어들고 있지 않은가? 이는 종종 학생 상호간의 폭력으로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교육상황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위험에 처해있다. 교육자
나 피교육자, 학부모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학생들은 ‘입시지옥’에 살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OECD 국가 중 청소년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는 우리나라의 절박한 교
육현실을 대변해준다. 그런데 이 절박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화가 절실한 현실
에서 리쾨르의 대화주의가 해결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어려운 교육 현실에 필요한 시민 소통교육은 ‘타자를 다른 나(자기)’로 간주
할 있는 리쾨르식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시민 소통교육은 ‘천상천하 유아독전’의 자세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이런 까닭에 리쾨르의 대화
주의의 지향점은 시민 소통교육의 그것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4. 앞으로 논의해야 할 부분
-공론장에서, 즉 소통행위에서의 롤스의 ‘합리적 불일치’ 개념 적용

“내 편과 다른 편이 제기한 논거들을 수긍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상반된 관점들의 품격과 
존중을 인정하고, 토론에 참여하고 있는 쌍방 간의 합리적 성격을 인정함으로써 쉽게 풀리
지 않는 갈등들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은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내가 타인에게 
요구할 최대치는, 내가 사실이라고 믿는 것에 동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가
장 합리적인 논거를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윤리가 
완벽하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폴 리쾨르, 비판과 확신』, 제6장_교육과 정교분리
원칙, 242쪽) 

-정교분리원칙 하에서의 교육의 자유  

“공공토론에서 정교분리원칙이라는 개념의 두 가지 용법상의 차이를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단어가 실제로는 전적으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정교분리원칙이라는 의미가 하나이고, 시민사회의 정교분리원칙이라는 의미가 다른 하나입
니다.”(위의 책, 240쪽)

-시민 소통교육의 필요성

“공교육의 내부에서조차 시민사회를 위해 근대사회에 고유한 의견들의 다양성과 타협해야 
할 의무—이는 지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책, 243쪽) 



“학교가 담당해야 할 정보적 측면 곁에 토론식 교육적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 시민사회의 
정교분리원칙이 비중 있는 확신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결의 정교분리원칙이라면, 아이들이 
훌륭한 토론자들이 되도록 준비시켜야 합니다. 전문가들에 의해 진행되는 상반된 논증들을 
들으면서 아이들이 현대사회의 다원적 문제성을 깨닫기 시작하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몇 
살 때부터 이런 교육을 시작하고, 또한 이런 교육이 어느 선까지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위의 책, 244쪽)

-이슬람 히잡 사건을 통해 볼 수 있는 시민 소통교육

“먼저 이슬람교가 가톨릭 다음으로 프랑스의 두 번째 종교가 되었다는 점부터 말씀드려야겠
습니다. 또한 우리는 환대의 의무 차원에서 이슬람교도들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
고자 합니다.” (위의 책, 249쪽)

“당신이 제기한 문제의 어려움, 그리고 이 문제에 관련된 모든 문제는, 우리가 처음 접하게 
되는 새로운 상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 우리나라 헌법의 기초가 된 종교적 기원들에
도 속하지 않는 새로운 종교의 뜻하지 않은 출현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위의 책, 250
쪽)

“학교는 정확히 불간섭과 대결 사이의 매개적 정교분리원칙—제가 제3의 정교분리원칙이라 
명명하는 것—의 장이라는 사상에서 출발해서 그들과 협상을 해야 합니까? ‘제3의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개념을 심사숙고하여 구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속수무책인 상태이고, 우
리에게는 오직 억압적인 해결책만이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 히잡 사건에 있어
서 이슬람교도 소녀들에게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인해 제가 충격을 받았
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 이슬람교인 소녀는 자신의 머리를 감출 수 있는 권리가 없는 
반면, 기독교인 소녀는 학교에서 자신의 엉덩이를 보여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정말 웃음거리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의 책, 252쪽)



폴 리쾨르의 대화주의와 시민 소통교육 토론문

이철우(한남대)

전종윤 선생님(이하 저자라 칭함)의 <폴 리쾨르의 대화주의와 시민 소통교육>은 사람과 사
람 사이에 대화와 소통이 점점 더 단절되어 고립감과 소외감이 점증되어 가는 현대인들 간
의 관계 회복과 정상화에 이바지할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
의적적절하며 독자들의 흥미를 끌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글은 리쾨르의 대화주의를 통하여 시민 소통교육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쓰
여진 글로 보입니다. 저자는 리쾨르의 대화주의를 3가지 의미, 즉 나와 타자의 대화 가능
성, 텍스트의 세계와 독자의 세계의 만남으로서의 대화주의, 그리고 방법론으로서의 리쾨
르의 대화주의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다고 보입니다. 

이 글의 주요 논조와 방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뿐만 아니라 깊은 공감을 표합니다. 다
만 읽으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떠올라서 다음과 같이 제기합니다.
1) 저자는 3쪽에서 “리쾨르가 언어의 한계성에 기인한 인간의 절대적 고독 – 나만의 고유
한 경험과 염려를 타자에게 은전하게 전달할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독 –을 한탄하
지만, 나와 타자 사이의 대화 가능성에 대한 희망적인 입장은 끝까지 변하지 않았다”고 언
급하면서, 나와 타자 사이의 대화 가능성의 근거로 ‘상호인정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자는 <의지의 철학>에서 전개되고 있는 바, “인간은 타인과 소통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점에서, “리쾨르의 대화주의는 실존적 차원에서 나는 타자 없이 살 수 
없고, 언어철학적 차원에서 나와 타자는 서로 소통이 가능한 존재로서 상호대화적 관계임
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타자는 나를 독백의 상태
에서 대화의 장으로 이끄는 구원자와 같은 존재이다.”(3쪽) 
저자는 자크의 주장을 끌어들이면서 이러한 입장을 더 한증 정당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발화행위를 통해 ‘나’는 언제든지 ‘너’가 될 수 있고, 때때로 ‘그’가 될 수도 있다. ‘나’는 
발화자일 때만 ‘나’이지 발화대상자일 경우에는 ‘나’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발화행위에
서는 ‘나’를 고집할 수 없고, ‘너’라고 불리는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 발화 행위에서 대
화와 토론 가운데 언제든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나’ 아닌 다른 누군
가가 ‘타자’이고, 이런 다른 누군가는 나처럼 자기 차례가 되면 자연스럽게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존재’이다. 이런 명백한 사실은 내가 너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과, 또한 너는 
나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한다.”(3-4쪽) 
저자의 이러한 언명은 머리로는 또는 논리적으로는 동의할 수 있지만, 가슴으로는 선뜻 고
개가 끄덕여지지 않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아는 것 사이에는 갭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머리로는 그래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화자와 대화상대자 간의 상호인정이 소통 가능성의 필요조건이 될 
수는 있어도 충분조건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문제는 언어의 한계성에 기인
한 인간의 절대적 고독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대화가 피상적이거나 표층적 수준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가령 대화자와 대화상대자 사이의 대화가 심층적 차원
에까지 이르지 못하여 서로를 깊게 그리고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공감과 소통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리쾨르의 한탄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와 타자의 대화가능성에 대한 희망적인 입장 사이의 틈을 어떻게 메꾸실 것인지에 대한 저
자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2) 저자는 또한 리쾨르의 철학적 사유방식인 대화주의적 방법론의 독자성을 보여주고 있습
니다. “독창적인 개념이나 체계적인 사유가 없고 절충주의 혹은 유행을 따라가는 철학”이
라는 비판이나 “니체나 데리다 같은 철학자들의 해체의 카타르시스, 사르트르나 알튀세르
의 현실변혁에의 의지와 열정이 없다는 비판”(7쪽)에 대해, 저자는 리쾨르의 대화주의는 서
로 다른 두 사상이나 이론을 대화시키는 작업, 가령 아우구스티누스의 ‘시간이론’과 아리스
토텔레스의 ‘줄거리 이론’을 대질시키고 연관성을 찾는 작업, 즉 이질적인 두 이론을 대화
시키는 작업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독자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작업의 유의미성은 
‘불협화음을 내포한 화음’처럼 불협화음을 화음으로 만드는 노력이라는 점에 있다는 점에
서 대화가 절실한 우리의 교육현실에서 리쾨르의 대화주의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어려운 교육현실에 필요한 시민소통교육은 ‘타자를 나로’ 간주할 
수 있는 리쾨르식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에 기본적으로 동의하
지만, 이러한 원론적 접근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전략이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가
령 상호 이질적인 두 이론이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두 집단을 대결시키면서(예: 님비현상) 
어느 하나에로 환원하지 않으면서 제3의 정점에 도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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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운 시에 나타난 역설의 표현 원리 

- 「님의 沈黙」, 「알 수 없어요」,「服從」을 중심으로

함종호(서울시립대)

1. 서론

일반적으로 역설이란 의미의 차원에서 서로 대립하는 요소를 대응시켜 논리적으로 모순 

관계에 놓이게 하는 표현 방법을 일컫는다. 여기에는 겉으로 드러난 모순 관계에도 불구하

고 그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가장 진실된 면을 찾고자 하는 특정한 인식 태도가 바탕에 놓

인다고 이해되곤 한다. 그러나 역설은 세계에 대한 특유의 인식 태도를 전제로 행해지는 독

특한 표현1) 행위이기 때문에 단순히 수사적인 차원으로만 국한시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 시문학사에서 한용운은 역설을 중심으로 시 세계를 펼쳐 보인 대표적인 시인으로 받

아들여지고 있다. 일찍이 오세영은 한용운 시의 역설에 대해 “님의 주체인 無我가 지닌 存

在論的 逆說과 詩集 題目이 제시하는 이미저리로서 世俗的 사랑과 超越的 사랑의 모순관계

의 풍자, 그리고 ‘님’과 ‘나’의 合一에서 보여주는 역설(강조-인용자)의 세 의미로 요약된

다”2)고 논의한 바 있다. 그의 논의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한용운의 역설이 주요 시적 대상

인 ‘님’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으며, ‘초월성’3), ‘모순성’, ‘합일성’ 등의 특성을 보인다고 밝

힌 점이다. 이와 같은 그의 논의는 한용운 시 세계에 관한 연구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고 판

단된다. 이후 한용운 시 세계에 관해 다양한 접근과 해석이 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초월

성’, ‘모순성’, ‘합일성’ 등의 특성은 한용운 시 세계를 해명하는 자리에 어김없이 어떤 형태

로든 활용되는 중요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들 ‘초월성’, ‘모순성’, ‘합일성’ 등의 성격이 한용운 시 세계에 대한 규명에 뒤따르는 이

1) 이 글에서 사용되는 ‘표현’은 단순히 수사적 차원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 및 인식론을 아우르는 개

념을 지칭한다. 이는 들뢰즈의 스피노자에 대한 논의를 따르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개개의 사유가 신(실체-

인용자)의 본성을 표현하는 양태들로 기능할 때 인식은 표현의 일종이 된다’(들뢰즈, 『스피노자와 표현의 문

제』, 이진경·권순모 역, 인간사랑, 2003, 21쪽 참고)고 한다.

2) 오세영, 「沈黙하는 님의 逆說」, 『국어국문학』65·66, 1974, 274-275쪽.

3) 오세영의 논의는 필립 윌라이트가 행한 역설에 관한 세 가지 유형 분류(표층적 역설, 시적 역설, 존재론적 역

설) 가운데 ‘존재론적 역설’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존재론적 역설’이란 “인간 존재에 관한 초월적 진리를 내

포하고 있는 것”(위의 글, 261쪽)을 뜻한다. 

<목 차>

1. 서론

2. 의미 생성으로서의 역설 

3. 부정법(不定法)으로서의 역설

4. 명령으로서의 역설 

5. 결론



- 2 -

유는, 이들 성격이 한용운이 신봉한 불교적 세계관과도 맥락을 같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시 세계의 근간을 이루는 역설이 이들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가령 한용운의 “종교가 역설을 설법의 주조로 삼는 불교이기에 그 효과가 

시 세계에 도입되었다”4)는 해석이나, ‘님의 침묵으로 대표되는 님의 부재가 시대상황과 연

결되어 사회적 모순을 드러낸다’5)거나 “역설은 두 개의 모순되는 충동을 병치시킴으로써 

양자의 지양에 의해 초월적 의미를 창출하는 세계 인식의 방법”6) 등의 이해가 대표적으로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한용운 시의 역설에 관한 기존 연구는 시 작품 내에서 작동하는 표현의 차원과 그

로부터 야기되는 의미 생성의 차원을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불교적 세계관 및 시

대상황과 관련된 논의는 한용운의 개별 시 작품의 외연적인 측면만을 고려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역설을 이해하는 데에 적용되는 중요 개념인 모순, 대립, 합일, 초월 등은 

역설이 특정 의미로 수렴되어 규정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많은 

연구가 축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용운의 역설은 여전히 특정한 것으로 의미 규정될 수 없

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님’의 의미를 파악하기란 좀처럼 쉽지 않다”7)는 한 연구자

의 토로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한용운 시에 나타나는 역설 연구는 그것이 뜻하는 특정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는 

방향에서 벗어나 왜 특정 의미로 귀결되지 않는지에 대한 물음을 던지는 것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용운 시에 나타나는 역설이 어떤 의미를 뜻하는지를 밝히는 논의가 동일성의 

원리에 근간을 둔 표상성에 의존하고 있는 태도라면, 한용운의 시에 나타나는 역설이 왜 특

정 의미로 귀결되지 않는지에 대한 물음을 던지면서 진행되는 연구 논의는 비동일성의 원리

에 근간을 둔 비표상성의 체계로 한용운의 시를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에 가깝다고 할 수 있

다. 후자의 접근 방법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겠다. 첫째, 시의 외부

보다는 내부, 즉 시작에 적용되는 표현 원리에 주목할 수 있다. 둘째, 한용운 시의 의미를 

단적으로 규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애매성의 측면을 역설이 어떻게 의미를 다양하게 생성하

도록 만드는지에 대한 이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의미 생성으로서의 역설

일반적으로 역설은 배중률(排中律)을 위반한다고 알려져 있다. 배중률이란 어떤 명제와 

그 명제의 부정 중 어느 하나는 반드시 참이어야 한다는 논리 체계를 말한다. 예를 들어 배

중률에 의하면 ‘철수는 크다’와 ‘철수는 작다’ 중 어느 하나는 반드시 참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두 명제 모두 부정되고 ‘철수는 크거나 작다’라고 한다면 이는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

게 된다. 그런데 한용운의 역설이 바로 여기에 놓인다. 가령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

지 아니 하였습니다’에서 ‘님’은 ‘갔다’와 ‘가지 않았다(보내지 않았다)’ 사이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철수는 크다’를 명제 안에 존속8)하는 순수 사건9)의 형식으로 이해할 경우 ‘철수

4) 최종금, 「만해시의 역설 구조」, 『비평문학』10, 1996, 446쪽.

5) 김우창, 『궁핍한 시대의 시인』, 민음사, 1986, 126-131쪽 참조.

6) 권석창, 「시의 역설 연구」, 『우리말 글』13, 1995, 242쪽.

7) 김권동, 「『님의 침묵』의 역설, 그 여운으로서의 시학」, 『반교어문연구』25, 2008, 1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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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크다’와 ‘철수는 작다’는 현재를 비껴가는 한에서 동시적으로 일어난 것이 된다.10) 지속

하는 시간의 특정 시점(현재)을 기준으로, 역의 방향(과거)에서는 ‘덜 크다(작다)’와 그와는 

다른 방향(미래)에서는 ‘더 크다(크다)’가 동시적으로 주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역설

은 양방향성을 띠고 나타나며 각 방향성이 지시하는 각기 다른 의미를 동시에 내포한다는 

점에서 동시적으로 여러 개의 의미가 생성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

은 배중률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인 의미 생성을 가

져오는 표현 체계여서 이것으로부터 다양한 의미 생성이 비로소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님은 갔읍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읍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야 난 적은 길을 걸어서 참어 떨치고 

갔읍니다.

黃金의 꽃같이 굳고 빛나든 옛 盟誓는 차디찬 티끌이 되야서, 한숨의 微風에 

날어갔읍니다.

날카로운 첫 「키쓰」의 追憶은 나의, 運命의 指針을 돌려 놓고, 뒷걸음쳐서, 

사러졌읍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골에 눈 멀었읍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

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希望의 정수박

이에 들어부었읍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얐읍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沈黙을 휩싸고 돕니다.

― 「님의 沈黙」11)

흔히 “‘님’은 한용운의 문학의식이 총체적으로 집합되어 있는 시적 언어”12)라 지칭되곤 

한다. 따라서 ‘님’의 요체가 잘 드러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글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역설의 표현 원리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님의 沈黙」을 통해 한용운의 시 세계를 

가늠해볼 필요가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 시에서 드러나는 역설은 ‘이별은 만남이다’의 형식으로 주어져 있

다. 이에 대해 김재홍은 ‘님’과의 이별을 현실적으로는 긍정하면서 심정적으로는 부정하는 

화자의 태도를 통해 긍정과 부정의 이원론적 구조에 의한 대립과 갈등의 시학으로 이해되며 

8) 들뢰즈에 의하면 ‘크다’거나 ‘작다’와 같은 의미를 분화시키는 특이점은 현실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

에 실존한다고 말해질 수 없고 대신 잠재성의 형식으로 존속한다고 일컬어진다(들뢰즈, 『의미의 논리』, 이

정우 역, 한길사, 1999, 50쪽 참고). 

9) ‘사건’은 특정한 의미가 생성되기 이전의 무의미의 영역 상태를 말한다. 

10) 들뢰즈, 『의미의 논리』, 이정우 역, 한길사, 1999, 43쪽 참고.

11) 시 전문 표기는, 『한용운 시 전집』, 문학사상사, 1989를 따르기로 한다.

12) 정우신, 「한용운 시에 나타난 ‘화자-님’의 관계 연구, 2015,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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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이내 역설과 모순으로부터의 화해로 나아간다고 파악한 바 있다.13) 이처럼 역설을 

이원론적으로, 대립과 갈등의 양상으로 이해하는 것의 바탕에는 일종의 변증법적 합일과 초

월적인 세계로의 지향이라는 의미의 차원이 놓이곤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것은 한용운의 역설에서 과연 긍정과 부정이 서로 대립된 양상을 띠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한용운의 역설에서는 부정에 대해서는 긍정하지만 긍정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기 

때문이다.14) 다시 말해 한용운의 역설에서는 부정(이별)은 긍정(만남)을 부정하지만, 긍정

(만남)은 부정(이별)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고(긍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님의 沈黙」의 4행~6행에 서술되고 있는 “運命의 指針을 돌려 놓고”,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님의 얼골에 눈 멀었읍니다”, “놀란 가슴은 슬픔에 터집니다” 등의 표현은 겉으

로 보기엔 부정의 표현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기 자신에 대한 파괴는 부

정을 긍정하기 위한 긍정의 조건으로 이해된다. 부정을 긍정의 조건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7행의 “그러나”로 시작되는 긍정으로의 인식 전환이 비로소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希望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읍니다”에서 압축적으

로 드러나고 있다. ‘슬픔(부정)’이 곧 ‘희망(긍정)’의 조건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고, 여기

에는 부정에 대한 그 어떠한 대립 없이 무조건적인 수용(긍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의 8행, 즉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에서 보이는 역설은 영원회귀적이다. 이때의 역설은 ‘믿음’을 전제로 한 화자

의 주체적인 의지(“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希望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읍니

다”에서 발견되는)로 인해 생겨난다. 여기에는 앞서 살펴본 바 있듯이 부정조차도 긍정하고

자 하는 화자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의지는 되돌아가 의욕할 수 없다”15)는 니체의 전

언을 참고한다면, 「님의 沈黙」이 왜 미래로 향해 ‘만남’을 추구하는지 알 수 있다. 역설을 

통한 생성의 긍정은 곧 시간을 긍정하는 것이고 이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며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한용운의 「님의 침묵」은 실존적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잠재성의 

차원에서 해석되는 ‘사건’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님의 침묵’은 단순히 존재론적 차원에서 

‘님’이 부재하고 있다는 사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오히려 ‘이별’이라는 ‘사건’의 

형식으로 주어져 있다. 다시 말해 「님의 침묵」은 ‘님’에 대한 존재론적 사고의 결과들이 

아니라 ‘존재 방식’16)에 대한 서술에 해당한다. 이는 ‘님의 침묵’이 ‘님’이 자아내는 ‘효과들’

이자 그것에 대해 설명하고 묘사하는 ‘빈위들’에 해당한다는 것을 뜻한다.17) 한용운에게 

‘님’은 실존의 형태로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존속의 형태로 주어져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님의 침묵’은 ‘님의 부재’, 즉 실존적 차원에서의 없음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이와는 

별개로 잠재성의 차원에서 제기되는 ‘있음’ 또는 ‘존속’을 지칭한다. 이 또한 존재에 관한 역

설에 해당한다. 

13) 김재홍, 『한용운 문학연구』, 일지사, 1996, 85쪽 참고.

14) 이는 다분히 ‘부정과 파괴야말로 긍정의 조건’이라고 사고하고 있는 니체적인 맥락에서 행해진 논의이다. 들

뢰즈에 의하면, “부정은 긍정에 대립되지만 긍정은 부정과는 다르다. 우리는 긍정을 부정에 대립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없다. 이것은 긍정 그 자체 내에 부정을 위치시키는 문제”(들뢰즈, 『들뢰즈의 푸코』, 조형근·권영

숙 역, 새길, 1995, 314쪽)에 해당한다. 

15) 고병권, 『니체, 천 개의 눈 천 개의 길』, 소명출판, 2001, 195쪽.

16) 위의 책, 51쪽.

17) 위의 책, 49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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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설-의미 생성의 동시성-부정을 긍정하는 긍정의 조건-권력의지로서의 영원회귀

2. 부정법(不定法)으로서의 역설

앞선 논의에서 ‘님의 침묵’이 ‘님’이 자아내는 ‘효과들’이자 그것에 대해 설명하고 묘사하

는 ‘빈위들’에 해당하며, 실존적 차원에서의 ‘없음’이 아니라 잠재성의 차원에서 제기되는 

‘있음’ 또는 ‘존속’을 지칭하는 것임을 살펴본 바 있다. 이는 한용운의 역설에서 발견되는 존

재 표현의 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들뢰즈에 의하면 표현은 ‘펼치다(전개하다)’와 ‘감싸다(함축하다)’의 서로 상반된 운동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18) 이와 같은 표현의 이중적인 특성은 ‘실체-본질-속

성’ 간의 관계를 통해 드러난다. 이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실체는 그의 속

성들 속에 자신을 표현하며, 각 속성은 하나의 본질을 표현한다”는 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속성들이 자신을 표현한다: 속성들은 그들에게 의존하는 양태들 속에 자신을 표현하며, 각 

양태는 하나의 변양을 표현한다”19)는 점이다. 

이상과 같은 들뢰즈의 표현 개념은 한용운의 역설에 내재된 표현 원리를 이해하는 데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한용운의 역설은 모두 ‘님’(=당신)을 감싸고(함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여러 변양체의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바람도 없는 공중에 垂直의 波紋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

의 발자최입니까.

지리한 장마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골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옛 塔 위의 고요한 하늘을 슬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근원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돍부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적은 Ⓓ시내

는 굽이굽이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갓이없는 바다를 밟고, 옥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

지면서, 떨어지는 날을 곱게 단장하는 Ⓔ저녁놀은 누구의 詩입니까.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

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 「알 수 없어요」(밑줄 및 알파벳 표기-인용자)

이 시 「알 수 없어요」는 Ⓐ~Ⓔ까지의 각기 다른 대상에 대해 각각 1행~5행에 걸쳐 수

식이 행해지는 것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는 ‘누구 ~입니까’의 형태로 수

렴된다. 여기서 ‘누구’는 의문의 여지없이 이 시에서 존재 규명의 대상으로 상정된 ‘님’을 지

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또한 ‘발자취’, ‘얼굴’, ‘입김’, ‘노래’, ‘시’ 등은 ‘님’의 변양된 양

태들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 ‘님’의 변양된 양태들은 각각 Ⓐ~Ⓔ 등의 또 다른 양태

들과 대응되고 있다. 그러므로 1행~5행까지의 수식은 일차적으로 Ⓐ~Ⓔ 각각이 지니고 있

18) 들뢰즈, 『스피노자와 표현의 문제』, 앞의 책, 23쪽 참고.

19) 위의 책, 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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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속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며, 이는 다시 ‘님’의 변양된 양태(‘발자취’ 등등) 각각이 지니

고 있는 속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 이해된다. 

이상과 같은 이 시의 구조는 존재(실체)를 규명하고자 하는 ‘님’에 대해 그것이 가지고 있

는 속성들과 그것의 변양에 해당하는 다양한 양태들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이 시의 ‘표현’ 양상에 주목할 때, 이들 관계가 ‘양태 → 속성 → 님’으로 나아갈 때에는 

존재 규명의 차원으로 의미가 수렴(함축)되고, 반대로 ‘님 → 속성 → 양태’로 나아갈 때에

는 다양한 의미의 변주가 펼쳐지는(전개되는) 이중적인 층위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다시 말해 한용운 시의 역설은 표현의 이중적인 층위, 즉 전개되거나 동시에 함축하는 

방향에서 구조화되어 있는 것이다. 

3. 명령으로서의 역설

남들은 自由를 사랑한다지마는, 나는 服從을 좋아하야요.

自由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服從만 하고 싶어요.

服從하고 싶은데 服從하는 것은 아름다운 自由보다도 달금합니다, 그것이 

나의 幸福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服從하랴면 그것만은 服從할 수가 없읍

니다.

다른 사람을 服從하랴면, 당신에게 服從할 수가 없는 까닭입니다.

- 「服從」

‘복종’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라서 좇음’이다. 이 시의 역설은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 먼저 이 시의 1연 1행과 2행에서 “나는 복종을 좋아하”고, “당

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다고 선언한다. 그런데 2연 1행에서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랴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 없”다고 말한다. 여기서 시의 화자는 ‘복종’의 일반적 의미, 

즉 타인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르는 것에 위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시의 전반

적인 정황은 시적 대상인 ‘당신’이 화자에게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고 ‘명령’하

고 있고 이에 대한 ‘의사’를 충분히 전달한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만약 ‘복종’의 일반적

인 의미를 따른다면 이 시의 화자는 ‘당신’의 ‘명령’과 ‘의사’를 따라 ‘당신’이 아닌 타인을 

복종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자는 “당신에게 복종할 수가 없”다는 이유로 ‘당신’이 

행한 ‘명령’과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하겠다고 선언한다. 

이 시에 나타난 역설의 상황은 화자가 ‘당신’의 ‘명령’과 ‘의사’를 따르지 않음에도 불구하

고 결과적으로는 ‘당신’에 대한 ‘복종’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발생한다. 화자가 ‘당신’의 

‘명령’과 ‘의사’를 따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복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역설적인 

정황이 분명하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이 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서 의미의 모순성과 애

매성을 강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당신’의 ‘명령’과 ‘의사’를 따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화자가 말하고 있는 ‘복종’의 의미를 긍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복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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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의미는 ‘당신’의 관점에서 ‘당신’이 행한 ‘명령’과 ‘의사’를 따르는 것을 뜻하지만, 이 

시에서는 ‘당신’은 괄호 안에 놓이고 대신 ‘화자’의 관점이 우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화자의 

편에서 자신의 행위가 겉으로 드러난 ‘당신’의 ‘명령’이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 궁극적으

로 ‘당신’을 위한 행위가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복종’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다. 

‘당신’의 입장이 아닌 화자의 입장에서 ‘복종’을 재해석하고 있는 행위는 ‘명령’과 ‘의사’ 

전달 주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명령’과 ‘의사’ 전달의 주체가 ‘당신’에서 ‘화자’로 바

뀌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20) 이러한 주체 변화에서 발견되는 역설의 양상은 ‘당신’에 대한 

위반이 궁극적으로는 ‘당신’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에 대한 절대적인 긍정으로 

나아간다는 점이다. ‘당신’에 대한 부정이 곧 절대적인 긍정이 되는 것, 즉 의미론적 차원에

서 결코 그 뜻을 같이할 수 없는 부정과 긍정의 측면이 이렇게 동시에 표출되는 상황, 엄밀

히 말하면 ‘사건’에 대해 들뢰즈는 ‘생성의 동시성’21) 개념으로 설명한 바 있다. 

   

- ‘복종’이 왜 ‘자유’로 둔갑되고, 급기야 왜 ‘행복’으로 나아가는가.

: 일종의 말놀이(유희) ← 복종, 자유, 행복 등의 시어가 이루고 있는 계열 구조 속에서 

가능해진다. 

- 의미(내용)는 비물체적인 것이며, 고정불변한 실체로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의해 부여된 것이다. 여기서 관계는 주체와 대상 간 인지작용 및 지각작용이 실제 행해지면

서 맺게 되는 구체적인 양상을 지칭한다.

- 들뢰즈가 <의미의 논리>에서 말하는 비물체적인 것에서 나타나는 표면작용 및 표면효

과가 바로 이런 것.

- 인지작용 및 지각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관계에 대한 강조는 이것에 ‘지속적인 변화’의 

속성이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다. 한용운의 ‘님’도 그러하다. ‘님’은 ‘조국’, 

‘연인’, ‘절대자’ 등으로 대변되는 실체적인 개념이 아니라, 시상의 전개 과정에서 드러나는 

관계 양상에 의해 지속적으로 변모하고 생성하는 ‘발생체’(들뢰즈 용어로 환원하면 이것은 

‘알’, ‘기관 없는 신체’, ‘주름’ 등이다)이다.

4. 결론

20)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회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이 시를 해석할 때, ‘당신’의 상징적 의미를 일제강점기의 조

국으로 이해하는 근거가 여기에 놓인다. 당대 현실의 조국은 일제의 지배하에 놓여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일

제를 따를 수는 없다는 식의 인식 태도가 그것이다. 이 또한 조국 그 자체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이 시의 화

자처럼 조국을 해석하는 사람의 관점이 우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21) 들뢰즈, 『의미의 논리』, 앞의 책, 43쪽.



함종호 「한용운 시에 나타난 역설의 표현 원리」 토론문

김진희(숙명여대)

함종호 선생님의 논문은 한용운 시의 역설적 표현을 들뢰즈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
다. 그 배경에는 외재적 요인을 주로 적용하는 한용운 시의 연구 방향을 표현적 측면으로 옮
겨보려는 연구자의 의지가 있습니다. 역설의 개념과 과정의 사유체계를 분석함으로써 미학적 
개념으로 아우르던 ‘역설’의 범주를 구체화 · 논리화하였다는 점에서 고유한 가치가 있는 발표
라고 생각합니다. 들뢰즈의 저서 『의미의 논리』를 다시 읽게 된 것도 반가웠고, 평소 들뢰즈
의 철학에 해박함을 보여주시던 함종호 선생님께서 한용운 시 연구 발표를 하신다고 하여 즐
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논문을 읽으면서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어 항목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첫째, 챕터 2(의미 생성으로서의 역설) 중 「님의 침묵」의 역설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구자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 파괴는 부정을 긍정하기 위한 긍정의 조건으로 이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긍정이 부정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고(긍정하고) 있다고 하
셨습니다. 즉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 파괴를 긍정의 조건으로 연결한 것입니다. 이 논리는 
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지점이 됩니다. 보통 성찰이나 비판적 의식을 담은 시들의 경우, 자
신에 대한 부정이 무조건 긍정의 조건으로 연결되진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 파괴가 긍정으로 연결되는 지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하
는 것입니다. 긍정이 부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라는 배경 외에 그리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연결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챕터 2(의미 생성으로서의 역설) 중 ‘사건’의 존재 방식을 논한 부분에 질문이 있습니
다. 들뢰즈에 의하면 모든 물체는 비물체인 효과들의 원인입니다. 효과는 언어로 가시화될 수 
있는 존재이며 스스로 존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언어를 통해서만 실존하는 이들을 일컬
어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자께서는 전술한 논리에 의해 한용운 「님의 침묵」에서 
‘님’과 ‘님의 침묵’을 원인과 효과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님의 침묵’은 사건
이 되는 것입니다. 즉 사건인 ‘님의 침묵’은 스스로 변화할 수 없습니다. 연구자는 사건인 ‘님
의 침묵’을 존재의 역설적 의미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자께서는 사건인 ‘님의 침
묵’이 ‘부재’ 외에 ‘있음이나 ’존속‘을 지칭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과정은 앞에서의 논리와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건(님의 침묵)의 존재 방식과 역설의 관계에 모순점이 있는 것인
지, 아니면 역설의 특성에 의해 사건이 스스로 변화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셋째, 제목을 ’역설의 표현 원리‘로 설정하셨는데, 연구자께서 역설을 논하는 부분은 사유

체계에 의한 원리였습니다. 물론 시 텍스트의 표현을 근거로 하지만 ’표현적 차원‘의 의미 생
성을 고찰하시려던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표현적 차원‘ 중심이라는 지향점
의 결과에 대해 선생님께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더불어 한용운 시의 역설이 갖는 시의 힘
이라면 무엇일까요.        



과학 대중화의 수사학: 『침묵의 봄』의 수사 비평

구자현
영산대학교 성심교양대학

1. 도입

레이철 카슨의 『침묵의 봄』(Silent Spring)은 1962년에 출판되자마자 그 해 가을에만 
60만부가 팔리면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과학 고전의 반열에 등극하였다.1) 이 책은 좁
은 과학계와 정부 기관에서만 논의되던 살충제 문제를 공론장으로 끌어냈고, 미국에서 널리 
행해지던 살충제 대량 살포 정책을 재고하게 만들었다. 1963년에는 케네디 행정부의 환경 
자문 위원회를 발족하는 데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1969년 미국 의회
가 국가환경정책법안을 통과시켰고 1970년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을 설립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 환경 운동을 가속화시키고, 이후 
전 세계적인 환경운동을 촉발시켰다.2)  

카슨은 문학을 전공하여 작가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고 펜실베이니아 여자 대학
(Pennsylvania College for Women)에서 생물학을 전공하고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해양 동
물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은 후에 메릴랜드 대학에서 교편을 잡았다.3) 1941년에 최초의 저
서인 『해풍 아래서』(Under the Sea -Wind)를 쓰면서 대중 과학서의 문학성을 드높이기 
시작하여 마침내 1951년에는 『우리 주변의 바다』(The Sea Around Us)를 발표하면서 과
학과 문학을 융합하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 외에도 해양 생물학 관련 저서인 『바
다의 가장자리』(The Edge of the Sea)를 써서 핵폐기물의 해양 투척의 위험성을 경고하
였다.4)

카슨의 책이 환경사에서 갖는 중요성으로 인하여 이 책은 광범위하게 회자되지만 그 내용에 
대한 수사학적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책이 이와 같은 지대한 반응을 불러일으킨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지만 특별히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수사학적 특성에서 
이 책의 성공 비결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이 책은 대중에게 과학을 널리 알리기 위
하여 출판되는 대중 과학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학을 대중화하는 데 있어서 어떠
한 전략이 효과적인가를 보여주는 사례로서 연구할 가치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 책의 수사
학을 분석하기 위하여 고전 수사학의 다섯 규범(canon) 중 셋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세 가지 
기술적 논거, 버크(Kenneth Burke)의 드라마티즘에서 제시된 5항목, 비처의 수사학적 상황, 
은유 분석을 채용하고자 한다. 

1) Linda Lear, "Rachel Carson's Silent Spring," Environmental History Review, Vol. 17, No. 2 
(1993), p. 38.

2) 임경순, 「레이철 카슨의『침묵의 봄』(1962) 출현의 역사적 배경 및 그 영향」『의사학』5권 2
호, pp. 99-109.

3) Veronika Kisfalvi and Steve Maguire, "On the Nature of Institutional Entrepreneurs: Insights 
from the Life of Rachel Carson," Journal of Management Inquiry, Vol. 20, No 2 (2011), pp. 
157-159.

4) Rachel Carson, Silent Spring (New York: Mariner Books, 2002), p. 379; Linda Lear, 앞의 글, 
pp. 24-35.



2. 고전 수사학의 규범들

키케로가 수사학을 더욱 발전시킨 후 다섯 규범(canon)이 정립된 것은 이후 수사학에 큰 
영향력을 미쳤다. 여기에서 다섯 규범은 수사학을 수행하는 다섯 단계라고 말할 수도 있고 수
사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다섯 가지 사항을 지칭한다고 할 수도 있다. 
그것은 착안(inventio), 배열(dispositio), 표현(elocutio), 암기(memoria), 전달(actio)이
다.5)

착안은 말이나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찾아내는 것을 지칭한다. 다시 말해
서 어떤 주제로 연설을 할 것인가를 망라하는 것이다. 글을 쓸 때 어떤 내용들을 포함할 것인
가, 어떤 내용을 배제할 것인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연설(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루
어야 할 내용과 다루지 않아야 할 내용에 대한 식별이 이루어지고 다루어야 할 내용도 어떤 
식으로 다루어야 할 것인지가 정해져야 한다. 논증이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논증을 전
개할 것인가가 확정되어야 한다.6) 

배열은 앞 단계에서 착안된 사항들을 어떤 순서로 늘어놓을 것인가, 어느 정도의 분량을 
차지하도록 분량을 안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7) 이것은 글의 구성에 대한 기술을 
다루는 것이다. 우리가 보통 글의 구성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착안과 배열을 모두 포함하
는 성격을 갖는다. 왜냐하면 글의 구성에는 어떤 내용을 글에 포함시킬 것인가도 고려 대상
이 되기 때문이다. 글에 포함시킬 내용이 모두 확정된 상태에서 어떻게 그 내용들을 배열할 
것인가는 글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과 강조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표현은 연설(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표현상의 기법들을 
동원하는 과정을 지칭한다. 다시 말해 표현은 단어, 문장, 단락 등의 차원에서 발신자의 생각
을 정확하게 인상적으로 수신자에게 전달하여 의사소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고려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지시한다.8) 표현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로는 문체(style)와 문채
(figure)가 있다. 문체는 글에서 문장을 구성하는 스타일을 지칭하는 것인데 화려체, 건조
체, 숭고체, 만연체, 간략체 등이 있다. 글의 목적을 잘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문체를 사용
할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문체가 글 전체의 특성을 결정짓는 문제와 연관되는 반면에 문채
는 문장 또는 그 이하의 단위에서 표현상의 기법과 관련된다. 많은 수사법들이 문채의 도구
로서 연구되고 개발되고 논의되었다. 이러한 문채들은 장식적인 목적뿐 아니라 의미의 강조
와 의미 전달의 명확성 등 표현상의 유익을 얻기 위해 채용된다.

암기는 연설하는 내용을 암기하는 기술을 지칭하는 것인데 글을 쓰는 문제를 논의할 때에는 
더 이상의 효력을 갖지 않는다. 고대에는 연설하는 내용을 암기하는 데 효력을 발휘하는 많은 
암기술이 고안되고 전수되었지만 연설의 형태조차 암기가 아니라 대본을 보고 읽는 것으로 변
화되면서 그 실효성은 상실되었다. 현대적 글쓰기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유효한 기술이 아니
기 때문에 논의에서 제외되곤 한다.

5) MIkkel Borch-Jacobsen, “Analytic Speech: From Restricted to General Rhetoric.” in J. Bender 
and D. E. Willbery (ed.), The Ends of Rhetoric: History, Theory, Practic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0), pp. 127~139.

6) Timothy Borchers, Rhetorical Theory (Long Grove: Waveland Press, 2006), pp. 43-44. 
7) 같은 책, p. 47. 
8) 같은 책, p. 49. 



전달은 연설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청중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언어적 효과들을 동
원하는 것을 지칭한다. 몸짓과 표정, 억양과 발음, 발성과 세기 등과 같이 훌륭한 연기자에
게 요구되는 비언어적 표현 기술들이 습득되어야 한다.9) 현대적으로는 웅변 학원에서 훈련
되는 능력들이지만 수사학을 글 쓰는 기술로 확장할 때에는 글이나 책에 나타나는 다양한 
비언어적 요소들로 흔히 초텍스트(paratext)라고 언급되는 것이 이 범주에 해당된다. 이것
은 팸플릿이나 책을 만들 때 표지 디자인, 장정, 폰트, 서문, 목차, 참고문헌, 부록, 색인 등
을 어떻게 만들어서 책의 가치를 드높이고 독자들의 관심을 끌어당길 것인가를 도모하는 것
에 해당된다. 

이 논문에서는 ‘착안’, ‘배열’, ‘표현’, ‘전달’의 개념에 의지하여 카슨의 책을 분석하고자 한
다. ‘착안’과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을 주제로 삼을 것인가, 어디까지 논의를 한정할 것인가, 
무엇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가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주제 및 소재 선정에 해당하는 부
분이다. 책을 쓰겠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단순한 
정보 전달인가, 행동을 촉구하는 적극적인 설득을 목표로 드러내는 것인가에 따라 글에서 
다룰 주제와 소재가 달라진다.

이 책의 키워드는 ‘pesticide’이다. 흔히 ‘농약’으로 번역되는 pesticide는 ‘귀찮은 것(pest)
를 죽이는 약’이라는 뜻인데, 카슨의 정의에 따르면, 곤충, 잡초, 설치류와 다른 유기체가  
pest의 범주에 들어간다.10) 이 책은 ’살충제’(pesticide)가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피해가 
다양한 공간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는지를 낱낱이 보여준다. 카슨은 살충제(pesticide)
의 위해성을 널리 알리고 그것의 무분별한 살포와 대량 살포가 초래하는 환경상의 문제를 
대중과 정부 당국에 인식시켜 살충제의 대량 살포를 중지시키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 그것
은 살충제의 생산으로 엄청난 수익을 누리는 화학 산업계에 피해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엄청
난 반대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5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 실시된 광범위한 살충제 살포는 이러한 업체들에게 엄청난 수익
을 가져다주었지만 그것으로 인한 환경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갔다. 이것에 대한 
경고가 ‘청각적으로’ 제시된다. 경고는 시끄러운 법인데 이 경고는 조용하다. 있어야 할 것
이 없어진 ‘무’에 의한 경고인 셈이다. ‘Silent Spring’이라는 제목은 이 책의 내용 전체를 포
괄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카슨이 지적하는 환경 문제는 살충제로 새들이 사라진 것이 
문제임을 지적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광범위하지만 ‘제유’를 통하여 보다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감각적 경고를 받게 의도하였다.11) 

‘배열’을 생각해 보면서 이 책 전체 15장의 구성을 살펴보자. 카슨은 1장을 ‘내일을 위한 우
화’로 시작한다. 이것은 글 전체에서 거론하는 다양한 사례들이 총체적으로 나타난 불행한 마
을의 이야기이다. 살충제의 피해로 새가 찾아오지 않고 가축이 병들고 새끼를 낳지 못하며 과
수원에 벌이 없어 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마을은 상상 속의 마을이지만 살충제 살포의 피해
를 당하는 당시 미국의 마을을 대표한다. 충격적인 마을의 모습은 책의 제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축약적으로 드러낸다. 2장은 심각한 살충제의 피해 상황에 대해 공중은 알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고 그것을 위해 책을 집필함을 밝힌다. 3장은 ‘죽음의 영약’인 유기 합성 살충제

9) Borchers, 앞의 책, pp. 52-53. 
10) Carson, 앞의 책, p. 7. 이 논문에서는 이후 다른 번역서에서와 같이 ‘pesticide’를 편의상 ‘살충

제’로 부르겠다.
11) 누가 ‘침묵의 봄’이라고 처음 번역했는지 모르겠지만 침묵은 사람이 취하는 것인바, 그보다는 ‘고

요한 봄’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나았겠다. 새들이 죽어서 노래하지 못하게 된 것은 ‘침묵’이라고 말
하기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의 독성을 소개한다. 유기 합성 살충제인 DDT, 디엘드린, 알드린, 엔드린, 클로르데인 등 염
화탄화수소 계와 말라티온, 파라티온 등 유기인산염 계가 사용된 지 10년 밖에 안 된 가운데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그 피해 또한 심각함을 밝힌다. 4장은 살충제의 살포로 표층수와 지하수
의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음을 밝히고, 5장은 살충제 살포로 토양 오염이 심각함을 보여준다. 
토양의 미생물이 모두 죽게 되면 식물은 필요한 양분을 얻기 어렵다. 6장은 지구의 초록 외투
인 녹색 식물이 제초제 때문에 받는 피해를 서술한다. 특히 세이지(sage)를 박멸하여 농지
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어떻게 생태계를 파괴하는지 자세히 서술한다.12)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는 대안으로 자연적인 천적을 활용하는 방안을 소개한다.13) 

7장은 살충제 살포로 야기되는 ‘필요 없는 대파괴’의 심각성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이 장
에서는 1959년대에 장수풍뎅이를 방제하기 위하여 미시간 주 남동부 2만 7000 에이커에 
알드린을 살포한 항공 방제의 피해 상황을 중점적으로 기술한다.14) 8장은 ‘새는 더 이상 노
래하지 않고’라는 제목으로 살충제의 살포로 동물이 입는 피해에 대하여 논의한다. 야생 조
류와 포유류뿐 아니라 가축과 애완동물도 피해를 입는다. 9장은 살충제 살포에 따른 강물의 
오염에 대해 설명한다. 강물의 오염 때문에 많은 수중 생물들이 피해를 보고 많은 물고기들
이 멸절했다.15) 10장은 살충제 항공 살포의 피해에 대해 논의한다. 제2차 대전 후 남아도
는 비행기가 새로 개발된 유기 살충제 살포에 동원되어 하늘에서 무차별적으로 살충제를 
숲, 농장, 강, 들판 뿐 아니라 마을과 도시에도 뿌렸다. 1950년대 후반에 북동부에서는 매미
나방, 남부에서는 불개미 구제를 위하여 대량 살포가 이루어졌고 그 피해는 엄청났다.16) 

11장은 살충제에 대한 일반적인 접촉을 다룬다. 일반인들이 인식하지 않고 소비하는 가정
용, 정원용 살충제의 위해성을 지적하고, 우리가 먹는 식품 속에도 살충제 성분이 들어가 있
음을 경고한다. 12장은 살충제가 인간의 건강을 해치는 위해 효과에 대해 서술한다. 약 뿌리
고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FDA에서 경고한 중독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나 갑작스러운 증세가 나타나지 않았어도 이미 누적은 일어났다. 디엘드린이 지방에 축
적되어 있다가 살을 빼거나 병으로 체중이 줄면 중독이 일어난다.17) 13장은 분자 수준에서 
일어나는 살충제의 위해 효과를 과학적으로 설명한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산화가 일어나며 
산화로 얻은 에너지는 ADP를 인산과 결합하여 ATP를 생산하게 하며 이때에야 비로소 세
포가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된다. 이 연결을 끊어놓으면 생명 현상은 지속되지 못한다. 
많은 살충제가 이 과정을 교란한다. 또한 식물, 동물 할 것 없이 특정 화학 물질(살충제, 제
초제)에 의해 염색체가 변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14장은 대다수의 살충제가 발암물질이지만 
접촉한 후에 백혈병을 제외하고는 10 내지 15년의 잠복기가 있어서 그 위해성이 잘 알려지
지 않았다. 

15장은 ‘자연의 반격’을 다룬다. 화학적 방법으로 유해 생물을 통제하려는 방법은 두 가지
를 간과하고 있다. 첫째, 진정한 통제는 인간이 아니라 자연이 해야 하는 것이다. 자연은 균형
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통제를 한다. 둘째, 한번 저항에 부딪친 종은 재생의 폭발력을 가지고 
있어서 더 번성하려는 성향을 갖는다. 이런 이유 때문에 무차별 살충제 살포가 목적을 달성
하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문제를 유발하곤 한다.18) 그러므로 자연적인 방법을 써야 한다. 

12) 레이첼 카슨, 『침묵의 봄』김은령 옮긴 (에코리브르, 2011), pp. 88-91.
13) 같은 책, pp. 107-109.
14) 같은 책, pp. 113-122.
15) 같은 책, p. 167. 
16) 같은 책, pp. 188-195. 
17) 같은 책, p. 218.



16장은 살충제가 내성을 일으켜서 그 효과를 보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한다. 17장은 화학적 
방제의 대안으로서 생물학적 방법을 제시한다. 그 중에는 특정한 해충의 천적을 도입하거나 
병에 걸리게 하는 방법이 실효를 거둔 바 있다.19) 

 이 책에서 내용의 ‘배열’을 정리하자면 이렇다. 살충제 오염의 심각성을 약품 자체의 독
성에서 시작하여 피해의 대상인 물, 토양, 녹색식물이 받은 피해를 서술하고, 특히 살충제 
대량 살포가 야기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살충제가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성을 
지적한다. 더 나아가서 살충제가 일으키는 독성은 분자 수준에서 작용한다는 사실과 살충제
는 발암성을 갖는다는 것을 지적한다. 그리고 살충제 대량 살포가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이
유로 자연의 반격과 내성의 형성을 지적한다. 그러므로 카슨은 무차별의 화학적 방제보다는 
생물학적 수단을 동원하여 선택적으로 해충만을 방제하는 방법들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표현’은 이 책의 문학적 가치를 드높인다. 특히 비유가 두드러진다. 이 책의 장 제목으로 
쓰인 ‘죽음의 영약’(3장), ‘지구의 녹색 외투’(6장), ‘죽음의 강’(9장), ‘산사태의 우르릉거리
는 소리’(16장)은 은유법을 써서 상황을 더 극적으로 묘사한다. ‘죽음의 영약’(elixirs of 
death)은 원래 ‘생명의 영약’(elixirs of life)이라는 말을 패러디한 표현으로 생명을 유지시
키는 데 특별한 효과가 있는 약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데 특별한 효과가 있는 약인 살충
제의 위해성을 극단적으로 표현한다. 죽이는 약이 영약(靈藥)일 수는 없으므로 일종의 반어
법이다. ‘지구의 녹색 외투’라는 말은 녹색식물이 지구의 표면을 따뜻하게 덮고 생산자로서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유익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표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충제
나 제초제는 이러한 녹색식물에 작용하여 생태계의 기반을 흔들어 놓고 있음을 6장에서 논
의할 것임을 예고한다. ‘죽음의 강’이라는 표현은 살충제 살포로 강이라는 생태계가 먹이 연
쇄를 따라 파괴되어 죽음이 죽음을 부르는 연쇄를 일으키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산사태의 우르릉거리는 소리’에서 산사태는 대규모 내성이 발생하여 화학적 방제가 파국을 
맞이하는 것을 가리키고 우르릉 소리는 산사태가 오기 전에 들리는 소리로 산사태에 대한 
경고음을 가리킨다. 카슨이 창안해 낸 은유는 아니고, 저명한 영국의 동물 개체군 학자인 
찰스 엘턴(Charles Elton)이 한 말 “우리는 강도에 있어서 산사태가 될 수도 있는 것의 초
기 우르릉거리는 소리를 듣고 있다.”라고 한 말에서 따 온 것이다.20)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
았던 내성이 살충제에서 발생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는데 그것은 엄청난 파국의 경고음에 
불과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카슨은 이러한 은유를 16장의 제목으로 채택함으로써 내성의 
문제점을 인상적으로 전달한다.    

의인법은 무정물인 자연을 의도를 갖는 존재로 보이게 함으로써 상황을 더욱 극적으로 와 
닿게 한다. 카슨은 살충제를 공중 방제하자 공중에 떠돌던 살충제가 비에 쓸려 내려오면서 
일으키는 피해를 의인법을 써서 표현한다. “한때는 큰 혜택을 주던 비가 독극물을 새들의 
세계로 인도하는 사악한 세력, 파멸의 중계자가 되어 버렸다.”21) 비는 사악하지도 않고 파
멸을 중계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도 않지만 그런 역할을 인간들이 떠넘긴 격이 되었음을 
표현하여 비가 스스로 오명을 쓰게 된 억울한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다.

카슨은 야유법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곤 한다. 10장에서 유럽에서 들
어온 매미나방을 발본색원하려는 목적으로 대량 살충제 살포가 ‘야심찬 규모로’ 시작되었다

18) 같은 책, p. 274. 
19) 같은 책, p. 319. 
20) Carson, 앞의 책, p. 265. 
21) 카슨, 앞의 책, p. 119. 



고 서술한다.22) ‘야심찬’(ambitious)이라는 수식어는 바람직한 함축을 가지고 있기에 농무부
의 계획은 스스로에게는 야심찰지 모르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초라한 계획이었음이 드러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식어를 쓴 것은 농무부의 태도에 대한 조소가 담겨 있다. 
실제로 펜실베이니아, 미시건, 뉴욕, 뉴저지 4개 주에 걸친 대량 살포의 피해에 대한 항의가 
쇄도했으나 농무부는 이를 무시했다. 또한 농무부가 불개미 퇴치 계획을 발표하자 농무부가 
살충제 산업을 먹여 살린다는 비난이 무역 잡지에 실리기도 했고, 그 결과에 대하여 저자는 
‘대박 판매’(sales bonanza)의 수혜자인 살충제 업계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비난했다고 말한
다.23) 원래 ‘bonanza'라는 용어는 웹스터 사전에 따르면 ‘광산에서 발견한 많은 양의 광석’
을 지칭한다. 거기에서 파생된 의미가 ‘크고 갑작스런 부나 행운의 원천’이다. 불개미 대량 
방제 사업은 살충제 산업에는 대박이었을지 모르나 고비용인데다 야생동물이나 사육동물에
게 피해를 끼쳤고, 농무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잃게 했고, 방제의 효과도 거두지도 못하
한 사업임을 비꼰 것이다. 

카슨은 제유법을 써서 무분별한 살충제 살포의 우매함을 지적한다. 13장에서 카슨은 살충
제가 염색체에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이라는 점을 드러내고 염색체에 돌연변이를 유
발하는 화학물질의 효과에 대하여 한참을 설명한 후에 “싹없는 감자나 모기 없는 파티오를 
얻기 위하여 치러야할 값으로는 너무 크지 않은가?”라고 묻는다.24) 싹이 나지 않는 감자는 
유전자 변형의 산물을 가리키고, 모기 없는 파티오(스페인식 집의 안뜰)는 살충제로 모기를 
죽임으로써 모기 없는 환경이 된 모든 곳을 가리킨다. 이러한 사소한 편익을 얻기 위하여 
환경에 그렇게 많은 피해를 야기하는 기술을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이 마땅한지를 묻는 것
이다. 

카슨은 과장법을 구사하여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강조한다. 사례를 들자면, 16장에서 
살충제를 뿌리면 곤충에 내성이 생겨서 다음에는 살충제의 효과를 극도로 저하시킨다는 것
을 논의할 때 나온다. 카슨은 “어떤 때에는 내성이 얼마나 빠르게 형성되는지 특정한 화학 
약품에 의해 어떤 종을 성공적으로 통제했다고 개가를 부르는 보고서의 잉크가 거의 마르기
도 전에 수정 보고서가 발행되곤 했다.”라고 했다.25)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
고, 전문가들이 “해충 통제 프로그램이 현재 직면한 가장 중요한 단일 문제는 내성이다.”라
고 말할 정도로 내성 문제는 산사태와 같은 파급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심각성이 있는 사
안임을 과장되게 표현한 것이다.26)   

이 글의 표현상의 특징 또 하나는 문학 작품의 사례를 패러디함으로써 문학적 향취를 높
이고 사태에 대한 정서적 공감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11장에서 카슨은 농약 잔류량 허용 수
준에 관한 식품의약국의 기준이 실효성이 없음을 비판하며 루이스 캐럴(Lewis Carroll)의 
『거울 나라의 앨리스』(Through the Looking Glass and What Alice Found There)에 나
오는 하얀 기사(White Knight)의 노래 중 한 대목을 가져온다. “나에게는 계획이 있다네/누
군가의 수염을 초록으로 물들이고/커다란 부채를 사용해서/사람들이 못 보게 하는 거지”를 
인용하며 FDA의 농약 잔류량 관리 제도를 “의도적으로 우리의 음식에 독을 넣고, 그 결과
를 강요하는 체제”라고 부른다.27) 수염을 의도적으로 염색을 해놓고 부채로 가리는 행위를 

22) Carson, 앞의 책, p. 158.
23) 같은 책, p. 162.
24) 같은 책, p. 216. 
25) 같은 책, p. 265.
26) 같은 책, p. 256.
27) 같은 책, pp. 183-184.



하는 것이니 각각의 식품에 대하여 살충제의 낮은 기준치를 허용하여 살충제를 보이지 않게 
하고 있지만 사실 사람들은 여러 식품을 먹으면서 허용치 이상의 살충제를 먹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이다. 유명한 문학 작품을 끌어오면 훨씬 강한 인상을 주면서 정서적 공감이 동반
되어 설득의 효과가 커지게 된다. 

또 하나의 예로 17장에서 프로스트(Robert Frost)의 ‘가지 않은 길’(The Road Not 
Taken)이란 시에서 모티브를 가져온다.

 우리는 두 길이 갈라진 곳에 서 있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친숙한 시에 나오는 길들과 달리 두 
길이 똑같이 좋은 것은 아니다. 우리가 오래 달려온 길은 고속 진행이 가능한 믿기지 않을 정
도로 편하고 평탄한 고속도로이다. 하지만 그 마지막에는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 ‘적은 사람들
이 간’ 다른 길이 우리 지구의 보존을 보장하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길이다.28)

그 시를 접한 사람들은 기로의 의미를 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 시에서 화자는 인생의 기로
에서 한쪽을 택함으로써 자신의 인생이 크게 달라진 것을 생각하며 어떤 결정은 삶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음을 노래하고 있다. 카슨은 살충제 대량 살포와 관련하여 인
류가 택할 중요한 결정의 시기에 봉착했음을 결론으로 제시하려는 것이다. <인류는 여행 
중이다> 은유를 쓰면서 어떤 종착지에 도착하려고 하는지 지혜로운 결정을 촉구한다.

‘전달’의 측면에서, 카슨의 책이 갖는 초텍스트로는 부록으로 달린 55쪽의 과학 데이터이
다.29) 본문을 뛰어넘어 방대한 분량의 1차 자료를 첨부한 것은 카슨의 주장이 사회적으로
나 과학적으로나 정확한 토대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다소 전문성이 결
여될 수 있는 서술 속에서 쪽을 명시하여 자료를 첨부하는 방식을 택한 것은 저자 스스로가 
확고한 과학으로 무장한 모양새를 전달하고 있는 셈이다. 

3. 아리스토텔레스의 기술적 논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세 가지 목적의 수사학적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 가지 기술적 논거들을 그의 저서인 『수사학』에 밝혀 놓았다.30) 그것들은 오늘
날에도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효과적인 기술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시의
성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이 달성되기 위하여 연설이 갖추어야 할 요소로서 송신
자, 수신자, 메시지의 세 방면에서 에토스(ethos), 파토스(pathos), 로고스(logos)를 제시하
였다. 에토스는 연사의 자격과 자질에 대한 설득을 겨냥하여 제시하는 논거들을 지칭한다. 
연사의 설득의 성공을 위하여 청중이 연사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연사가 말하는 내용보다 연사가 어떤 사람이냐는 것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받
아들일 것인가 그러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더욱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파토스는 청중의 감정적 추동을 위한 논거들을 지칭한다. 설득의 핵심은 청중이 
논리적인 상태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청중은 연설을 통하여 감정의 접촉을 기대한다. 그러므로 청중이 기대하는 감정

28) 같은 책, p. 277.
29) 같은 책, pp. 301-355.
30) 아리스토텔레스,『수사학 I』이종오 옮김 (도서출판 리젬, 2007), 59-61.



의 접촉을 일으킬 수 있는 거리들을 연사는 준비해야 한다. 웃음, 즐거움, 동정심, 정의감, 애
국심, 숭고함, 흥미 등의 감정을 연사가 청중에게 일으킨다면 청중은 연사와 상당 부분 동일
시(identification) 하게 된다. 이러한 감정의 추동이 이루어지면 연사가 유발하는 감정을 연
사도 느낄 것이라는 점에서 청중은 연사와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다.31) 

다음으로 로고스는 연사가 주장하는 바가 갖추고 있어야 할 타당성을 보여주는 논거들이다. 
로고스의 핵심은 가치와 논리이다. 무엇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청중이 추구하는 가치를 확장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임을 드러내야 한다. 연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청중이 속
해 있는 집단 전체의 이익을 위한다는 것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논리는 건전한 
추론을 통하여 주장하는 바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실에 근거하고 결단의 귀결이 
바람직하게 나타날 것에 대한 추론이 연역적 또는 귀납적으로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한
다.32)

카슨은 자신의 신뢰도를 상승시킴으로써 설득력을 높이기를 꾀한다. 논지를 전개하는 데 직
접적으로 관련이 없기에 ‘로고스’로 분류하기 어려운 것이 13장이다. 이 장은 책 전체에서 과
학적 전문성을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낸다. 그 내용은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대사가 주종을 
이루는데 살충제가 이러한 에너지 대사를 교란하기 때문에 해당 해충이 죽고, 그 살충제와 접
촉한 해충을 먹은 다른 동물도 죽게 된다. 생화학적 지식의 전문성을 드러내는 것은 저자가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으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카슨은 책의 도처에서 스스로가 전
문  과학자임을 드러내는 일에 신경을 쓴다. 

화학적 방법보다 자연적 방법이 더 낫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전문가적 견해가 개입되어
야 할 부분이다. 이런 점에서 카슨은 전문가적 소견을 제시함으로써 이 책이 단순히 대중적 
교양서의 차원을 넘어 전문가들에게도 유효한 저서가 되게 하였다. 그런 점에 대중들에게도 
저자의 에토스를 높임으로써 이 책에 대한 신뢰도를 상승시켰다고 말할 수 있다. 유화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는 장수풍뎅이 유충의 체내에 들어가 유충 내에서 무한 증식하여 유충을 
흰색으로 변화시킨다.33) 이런 자연적 방법은 비싸다고 하여 중서부에서는 채택되지 않았
다.34) 여기에서 ‘비싸다’는 판단은 비용 계산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은 전문가적 소
신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다.35) 한 번의 박테리아를 한 번만 뿌리는 것으로 효과가 있고 화
학 방제가 일으키는 피해를 감안할 때 비싸다는 판단은 터무니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최신
의 연구 상황과 해당 분야의 권위자를 직접 인용하는 방식은 저자가 이 분야의 연구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저자의 논의에 대한 신뢰도를 상승시킨다. 그런 점에서 저
자는 에토스 상승 전략을 잘 활용한다. 

‘파토스’는 수신자의 정서를 유발하는 전략이다. 저자가 독자와 같은 감정을 느꼈다는 사실
에서 동류의식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동일시 전략은 독자가 무비판적으로 저자의 주장을 받
아들이는 자세를 유발한다. 카슨의 책의 설득력은 그런 점에서 힘입은 바 크다. 문학적 표현 
자체가 독자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것은 당연하다. 1장 ‘내일을 위한 우화’(A Fable for 
Tomorrow)는 자연에 대한 시적 묘사로 시작한다. 파괴되지 않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수려한 

31) Sonja Foss, Rhetorical Criticism: Exploration and Practice (Long Grove: Waveland Press, 
2009), p. 26.

32) William M. Keith and Christian O. Lundberg, The Essential Guide to Rhetoric (Bedford: St. 
Martin's, 2008), p. 7.

33) 카슨, 앞의 책, p. 123.
34) 같은 책, p. 124.
35) 같은 책, p. 118-125. 



문장으로 묘사한다. 

한때 미국의 중심에는 모든 생물체가 그 주변과 조화를 이루어 사는 것 같은 한 마을이 있었
다. 그 마을은 곡식밭과 언덕배기 과수원이 번성하는 농장들과 함께 이루는 체커판 중앙에 있
었다. 거기서는 해마다 봄이면 초록 벌판에 하얀 꽃구름이 떠돌았고 가을이면 떡갈나무, 단풍
나무, 자작나무가 소나무를 배경 삼아 불타듯 반짝거리는 색의 향연을 펼쳤다.36)

곡식밭, 과수원, 농장이 이룬 ‘체커판’(checkerboard)과 ‘꽃구름’(clouds of bloom)이라는 은
유적 표현으로 한껏 돋우어지는 문학적 정취는 독자의 미적 감각을 자극하여 열린 마음을 
갖게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묘사는 닥쳐온 참혹한 재앙을 대조가 되
면서 극단적으로 비참한 정서를 유발한다. 사람들이 시름시름 앓게 되고 봄이 되어도 새들
의 노래가 들리지 않게 되고 돼지가 새끼를 낳아도 며칠 살지 못하고 사과 꽃이 피어도 벌
이 없어서 수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열매도 없다.37) 이렇게 아름다움과 비참함의 정서상
의 공감대를 저자가 독자와 형성하는 파토스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이러한 정서적 공감은 
독자가 저자의 말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만드는 집중의 효과와 함께 본장에서 다루게 
될 다소 딱딱한 과학적 사실 정보에서 독자가 느끼게 될 어려움을 독자가 견딜 수 있는 심
적 여유를 갖게 해준다.

카슨은 더 나아가 연민과 분노의 감정을 일으키는 데 탁월하다. 그녀는 셸던(Sheldon)에
서 공중 살포로 죽어가는 종달새를 자연 관찰자가 묘사한 것을 직접 인용한다. “근육 조절
이 안 되어 날거나 설 수 없음에도 새들은 옆으로 드러누워 발톱을 오그리고 계속 날갯짓을 
해댔다. 부리는 반쯤 벌린 채 힘들게 숨을 쉬고 있었다.” 또 얼룩다람쥐에 대해서는 “죽음에 
이른 얼룩다람쥐의 모습은 독특하다. 몸을 웅크린 채 발가락을 꽉 움켜쥔 채 앞발을 목에 
대고 있었다. … 머리와 목은 쭉 뻗어 있었고 입에는 흙이 들어 있었는데 이것은 다람쥐가 
죽어가면서 땅을 물어뜯었음을 알려준다.”38)

절망의 파토스를 가장 잘 전달하는 부분은 8장 “새들은 더 이상 노래하지 않고”이다. 이 장
에서는 사람들이 새들이 없어져서 느끼는 절망감을 보여주는 여러 사례들이 반복해서 소개된
다. 그 중 첫 번째 것은 이렇게 말한다. 

DDT를 살포하기 시작한 후 울새와 찌르레기의 모습을 거의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박새는 2년 전부터 모이통을 찾아오지 않았고, 올해는 홍관조마저 사라졌습니다. … 아이들은 
제게 묻곤 합니다. ”새들이 다시 돌아올까요?“ 하지만 전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39)

‘로고스’의 측면에서 카슨은 매우 논리적으로 대중이 호응할 만한 주장을 펼친다. 그의 주
장은 기본적으로 일반 시민들의 건강과 생존에 직결될 수 있는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대
중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자연친화적인 가치는 자연 속에서 자연을 즐기
려는 미국인들의 습성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설득적 요소를 충분히 갖는다.

또한 카슨은 ‘로고스’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논리적 설득에 중점을 둔다. 우선 카슨
은 정확한 데이터를 토대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실례로 3장에서 합성 살충제 생산량

36) Carson, 앞의 책, p. 1. 
37) 같은 책, pp. 2-3.
38) 같은 책, pp. 99-100.
39) 카슨, 앞의 책, p. 128.



이 1947년에 124,259,000 파운드에서 1960년에는 637,666,000 파운드로 5배 이상 증가했
음을 제시하여 그 사용량이 급증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40) 또한 4장에서는 물에서 생명
의 연쇄가 플랑크톤에서 물새까지 이어지면서 물속의 독이 이 경로로 전달되면서 농축이 일
어나는 것을 보여준다. 클리어 호수(Clear Lake)의 경우, 논병아리가 물에는 수 ppm 밖에 
없는 DDD가 지방 조직에 1,600 ppm이 침적되어 죽었다. 이 호수의 경우, 플랑크톤은 5
ppm, 채식성 물고기는 40 내지 300 ppm, 메기는 2500 ppm까지 침적된 것으로 조사되었
다.41) 이와 같은 실측 자료들은 생물 농축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당시로서는 널리 
인정받지 않은 사실을 뒷받침한다. 16장에서 1943년 최초로 사람에게 DDT를 뿌려 발진티
푸스 통제하는 시도가 이탈리아에서 이루어져 성공을 거두자 말라리아에 대해서도 같은 방
식이 시도되었으나 1년만에 집파리와 모기가 내성을 가지게 되었고, DDT 대신 클로로데인
을 시도해 2년은 효과 보았으나 역시 내성 가진 모기가 발생하였다. 1945~46년 겨울에 일
본과 한국에서 200만 명에게 DDT에 의한 통제에 성공하였으나 1950~51년 겨울에 한국 
군인에게 DDT를 살포했을 때 오히려 감염이 늘어났다.42) 이러한 사실들은 살충제에 대한 
내성이 광범위하게 발생한다는 카슨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카슨은 논리적 설득을 위하여 권위 있는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와 말을 인용한다. 실례로, 
카슨은 1958년에 연방 정부가 9개 주 2000만 에이커에 불개미 퇴치를 위한 항공 방제를 
실시한 것이 불개미의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농무부의 주장에 대한 반론에 
권위자들의 말을 인용하여 반박한다. 앨라배마 폴리테크닉 대학의 곤충학자이자 1961년 미
국 곤충학회 회장을 지낸 애런트(F. S. Arant) 박사가 한 말, “지난 5년 동안 개미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으며 가축에 대한 피해도 발견되지 않았다.”를 직
접 인용한다.43) 또한 앨라배마 주 오번에서 야생동물연구소를 이끌고 있는 베이커(Maurice 
F. Baker) 박사는 불개미가 사냥감 조류들에 위협이 된다는 농무부의 주장이 터무니없음을 
밝혔음을 직접 인용한다. “앨라배마 주 남부 지역에 불개미가 들어온 지 40년이 지났지만 
수렵 동물의 수는 실질적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만약 외래종 불개미가 야생동물에게 심
각한 위협이었다면 이런 환경은 조성되지 못했을 것이다.”44) 

4. 버크의 동기 분석

드라마티즘은 버크(Kenneth Burke)가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으로서 삶을 드라마로 보는 데
에서 유래하였다. 버크는 인간이 상징을 추구하는 존재로서 다양한 동기 속에서 삶의 의미를 
추구한다고 본다.45) 사물과 동물은 운동(motion)을 하지만 인간은 행동(action)을 한다는 점
에서 인간이 동물과 달리 주체적인 존재임을 강조한다. 자연적 인과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
은 운동이지만 주체로서 의미를 부여하는 움직임은 행동이 된다.46) 그러므로 행동에는 동기가 
있게 된다. 인간의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는 5가지 측면에서 표출된다. 사람들은 말을 할 때 

40) Carson, 앞의 책, p. 17. 
41) 카슨, 앞의 책, p. 72.
42) 같은 책, pp. 296-297.
43) 같은 책, p. 190. 
44) 같은 책, p. 192. 
45) Foss, 앞의 책, p. 355.
46) 같은 책, p. 356.



어떤 사건이나 행동을 전달하면서 그러한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제시함으로써 동기를 드러내
는 과정에서 의미가 형성되는 것이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도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된다. 이 다섯 항목(pented)으로는 행위자, 행위, 수단, 배경, 목적
이 있다. 

‘행위자’가 유발하는 동기란 행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추구하고자 하는 동기를 
갖게 되는 것을 말한다. 어떤 이야기에서 행위자는 그 존재를 있게 하기 위하여 또는 존재
를 이어가기 위하여 추구해야 할 바가 있게 되는 경우가 있다. 가령, 장발장이 배고픔을 이
기지 못하여 도둑질을 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범죄의 동기가 행위자 자신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다음은 ‘행위’가 유발하는 동기가 있다. 행위는 행위자가 행동하여 주변에 일으킨 어떠한 변
화를 지칭한다. 그러한 행위 자체가 행위자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야만 할 사
건인 경우가 있다. 그 사건 자체가 세계를 변화시키는 핵심적 동인이 된다는 점에서 행위에 
동기가 있을 수 있다. 가령, 911테러가 일어난 것은 미국의 패권에 대한 경고이며 도전이었다
고 말하는 경우이다. 

다음은 ‘배경’이 유발하는 동기가 있다. 시간과 장소가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는 데 주된 요
인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데에는 상황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 결정적
이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다. 소위 “때가 무르익었다.”라고 말할 때 누가 일으켜도 그런 일
은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가령, 어떤 범죄자가 살인을 저지른 것은 사회
의 무관심에 대한 반항이었다고 말하는 경우이다. 

다음은 ‘수단’이 유발하는 동기가 있다. 사람의 행동은 다른 매개물을 사용하거나 동반함으
로써 수행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러한 수단적 매개물이 없다면 그러한 행동 자체가 불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더욱 직접적으로 수단 자체가 행동의 동기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가령, 에스키모가 이글루를 짓는 것은 얼음이 널려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경우이다. 이글
루를 짓는 이유는 날씨가 춥고 눈이 많이 내리기 때문에 그것을 피할 곳이 필요하기 때문이
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얼음이 널려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수단이 행동의 동기
를 부여하는 것이다.  

‘목적’이 유발하는 동기는 매우 친숙하다. 흔히 우리는 목적을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는 1차
적인 동기라고 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목적이란 행위의 결과로 유발되기를 기대하는 효과를 
지칭한다. 행위를 할 때 이미 행위자의 의도 속에 그 행위의 결과로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결
과가 있었고 그 결과를 초래하기 위하여 그 행위를 했다고 보는 것이다. 가령, 거지가 구걸을 
한 것은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목적을 동기로 제시하는 것이다.47) 

이렇게 다섯 가지 측면의 동기를 분석하는 것은 어떤 담론의 본성을 파악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인간의 말하기는 상징적 행위로서 어떠한 의미를 형성하고 전달하기 위하여 수
행되는 것이므로 동기 분석은 말이나 글에 나타난 동기를 분석함으로써 그러한 말이나 글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인간의 삶이 곧 무대 위에서 치러지
는 드라마와 같다고 본다는 점에서 버크의 드라마티즘은 서사적 맥락에서 서술되는 내용 하나
하나에 동기의 차원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중시하는 것이다.   

카슨이 이 책에서 전개하는 드라마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어떤 동기인가? 살충제 대량 살포
라는 인간의 ‘행위’가 인간의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47) 구자현, 「잠의 『소리와 음악』에서 시범 실험의 교육적 기능들」 『인문논총』 경남대학교 인문과학 연
구소, 40 (2016), pp. 9-10.



이면에는 살충제라는 ‘수단’이 농무부와 화학 산업체라는 ‘행위자’를 추동하여 국민과 생태계
를 희생양으로 삼아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배경’이 숨어 있음을 드러낸다. 산업체의 존
재 목적은 이익의 극대화라는 것은 인정되지만 국민과 생태계를 볼모로 삼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힘을 행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카슨은 이러한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고자 노력한
다. 1950년대에 집시 나방과 불개미를 일소하기 위하여 농무부가 주도한 살충제의 항공 살포
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남아도는 항공기와 관련 인력을 활용하고 1940년대에 유기 살충제
를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황금 낳는 알로 부상하고 있었던 화학 산업을 육성하여 미국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정부 정책이 결탁하였음을 카슨은 지적한다. 이러한 정책이 정확한 과학적 근
거도 없이 잘못된 결정에 의해 시행되었기에 많은 피해를 유발하고 의도된 목적도 달성하지 
못했음을 카슨은 지적한다. 가령, 불개미는 농업이나 국민보건에 그렇게 위해가 되지도 않으
며 무차별 항공 살포보다는 개별 개미집에 대한 집중 구제가 효과적임을 저자는 지적한다.48)

정부 당국을 행위자로 삼아 비난함으로써 그러한 행위를 멈추게 할 이유를 분명하게 드러내
고 있지만 카슨 자신도 인정하는 것은 인간 자신이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를 해 왔다는 점이
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또 하나의 드라마를  상정하고 있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공격이라
는 측면에서 ‘행위자’는 인간 전체이다. 사람들은 현대 문명의 이익을 누리고 있고 그로부터 
자연을 활용하고 자연에 어느 정도의 위해를 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
기 위하여 집안의 해충을 없애기 위하여 살충제를 뿌리기도 하고 농작물을 키우기 위하여 해
충을 제거하기 위하여 농약을 살포하며, 취미 생활로서 정원을 관리하면서 농약을 살포하며 
개간을 목적으로 제초제를 뿌리기도 한다.49) 정부 당국에게 대규모 방제를 요청하는 배후에는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문제는 편익의 증진이라는 ‘목적’을 내걸고 유해
성이 지극히 큰 살충제라는 ‘수단’을 쉽게 채택하는 데 있다. 경비의 절감이라는 이유로 더 효
과적이고 생태계에도 유해하지 않은 자연적 방제 수단을 택하지 않는 어리석음이 있는 것이
다. 이러한 어리석음은 살충제가 얼마나 많은 무해한 곤충과 동물과 식물을 죽이고 지하수를 
오염시키며 토양과 강물을 오염시켜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으며 심지어 가축과 애완동물과 인
간 자신의 건강까지 위협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배경’ 하에서 살충제를 활용하게 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인간 스스로가 자연과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5. 비처의 수사학적 상황 분석

로이드 비처(Lloyd Bitzer)가 ‘수사학적 상황’(rhetorical situation)에 관심을 가지면서 말
과 글을 통한 의사소통의 성공이 상황적 조건에 의존한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송신자, 메시지, 
신자는 고정되어 있다는 생각은, 이 삼자가 동일함에도 의사소통의 성패가 갈리는 경우를 설
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수사학적 상황이 우호적이라면 그 의사소통은 성공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실패하기도 하는 것이다. 

수사학적 상황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는 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그
러한 언어적 행위가 목적을 달성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성패를 결정짓는 특수한 조건들을 지
칭한다. 이 관점은 말과 글이란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는 것으로 말이나 글을 받아들이는 수신
자들이 말이나 글을 접한 것이 계기가 되어 행동을 함으로써 목적이 달성된다고 보는데 이러

48) 카슨, 앞의 책, p. 199.
49) 같은 책, pp. 202-206. 



한 목적 달성의 여부가 특수 상황에 의하여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 비처는 수사학적 
상황을 구성하는 3요소를 ‘사태’, ‘청중’, ‘속박’이라고 말한다.50) 

‘사태’(exigence)란 수사학적 방법으로 해결을 요구하는 문제를 지칭한다. 선거 유세 연설의 
경우라면, ‘임박한 선거’가 사태에 해당하고, 오염 방출 항의 연설이라면 ‘기업체의 오염 방출’
이 사태에 해당한다. 전자는 임박한 선거에서 후보자의 선출을 위하여 투표를 행사하도록 요
청하는 것이 연설의 목적일 것이고, 후자는 오염 물질을 방출한 기업체에 오염 물질 방출의 
중단이나 오염 물질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청하는 것이 목적일 것이다. 사태는 특수한 말이나 
글이 창출되기 위한 원인을 제공하는 사회적 사태에 해당한다. 그러한 사태는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것으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구를 발생시킨다. 긴급성을 갖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것은 말이나 글이 시의성을 갖추고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전제가 된다. 사태는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말이나 글을 창출하는 당사자인 
연사나 저자가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사태는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나 글을 통해서 구성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말이나 글을 창출하는 송신자가 
수신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사태를 제대로 규정하고 사태 해결의 심각성과 가능성을 제대로 
설득하는 것이 중요해지는 것이다.  

‘청중’(audience)은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수신자를 지칭한다. 청중을 수사학
적 상황에 포함시키는 것은 청중이란 특수한 공간적, 시간적 배경에 따라 성격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적 산물이라는 점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말이나 글을 접하는 수신자라고 하
여 모두 청중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이나 글을 접하고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
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야 수사학적 상황의 일부로서 ‘청중’이 될 수 있다. 말이나 
글을 통해 성공적인 설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청중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고 청중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말이나 글의 내용이나 전달 방식을 조정해야 할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속박’(constraint)은 설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조건으로, 송신자, 메시
지, 수신자가 처해 있는 상황적 조건들 각각을 말하는데, 설득에 긍정적인 조건과 부정적인 
조건이 모두 해당된다. 속박은 결국 말이나 글이 ‘청중’에게 전달되었을 때 사태 해결과 관련
하여 어떠한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를 규정하는 물리적, 사회적, 심리적 상태를 모두 
가리킨다. ‘속박’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바뀌는 가변성을 가지므로 상황적 조건
이라고 볼 수 있다. 메시지의 전달력을 결정짓는 실로 다양한 조건들이 속박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말이나 글의 수사학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은 민감성과 민첩성을 필
수적으로 수반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속박’은 송신자, 메시지, 수신자 각각과 연관되어 있는 조건들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송신자의 속박은 송신자가 말이나 글을 창출하는데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에 연관된다. 선거 유세의 경우라면, 연사의 소속 정당과 정당의 지역적 위상, 연사의 
도덕성, 연사의 경력, 연사의 말솜씨 등이 모두 해당된다. 메시지의 속박은 말이나 글이 갖
추어야 할 온갖 특성이 모두 해당된다. 연설도 연설문에 기초한다고 하면 잘 쓴 글은 내용, 
구조, 표현, 전달에서 우수해야 한다. 우선 담긴 내용이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고 많은 사람
들이 동의할 수 있는 긍정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사태의 긴급성을 잘 부각시키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포함해야 한다. 보편적 가치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잘 연결해야 한다. 
또한 목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하는데, 목적이 추상적일 때에는 독자(청자)가 무엇을 해
야 하는지를 알 수 없게 되므로 그러한 글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기 십상이다. 전달하고자 

50) Bitzer, Lloyd, “The Rhetorical Situation,” Philosophy & Rhetoric 1 (1968), pp. 1-14.



하는 내용이 잘 갖추어졌다면 그것을 알맞은 순서로 배열하여 좋은 구조를 창출해야 한다. 
수신자의 속박은 수신자가 처해 있는 특수한 상황들로서 수신자가 말이나 글을 접할 때 요
구되는 사태의 해결에 나설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온갖 요소들이다. 선거 유세 연설이라
면 지역 주민의 필요 및 요구사항, 지역의 산업적 배경, 지역 주민의 직업 구성 등이 이에 
해당된다. 수신자의 속박은 송신자가 바꿀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우선적으로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송신자가 사태와 청중을 규정하는 데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수신자의 속
박을 평가한 결과, 도저히 설득될 수 없는 사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말과 글
의 근본적인 개정이 요구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수사학적 상황을 고려하여 말과 글을 준비하는 것은 설득의 성공률을 높이는 
수단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성공적인 연설이나 글을 보고 그것의 성공을 수
사학적 상황의 측면에서 어떻게 적절했는가를 분석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수사학적 상황은 
텍스트를 분석하는 적절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카슨의 책이 직면해 있는 수사학적 상황 중 '사태’는 공중과 정부에 요청하여 살충제 사용
을 줄이고 그 대안으로 생물학적 통제를 추진하는 것이다. 카슨은 16장에서 이렇게 말한다. 
가능한 한 적게 뿌려라가 실제적인 조언인데 농무부는 더 뿌리겠다고 한다. 화학적 통제가 아
닌 자연적인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51) 카슨이 생각하는 ‘청중’은 일반 시민
과 정부 당국자이다. 카슨은 정부 당국자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이고 공격적이지만 일반 시
민에게는 계몽적이고 설득적이다. 그녀는 두 청중이 모두 무지함으로 인하여 적절한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것은 청중이 처해 있는 ‘속박’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무지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책을 통하여 카슨은 그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한다. 

해충 방제자들이 계산하는 위험을 감수하도록 요청받는 것은 공중(public)이다. 일반 시민은 
현재의 길을 계속 가기를 희망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일반 시민은 사실을 완전히 알 때에
야 그렇게 할 수 있다. 장 로스탕(Jean Rostand)의 말로 표현하면, ”감수하는 것이 의무라면 우
리에게는 알 권리가 있다.”52)

정부 당국이라는 청중의 ‘속박’은 무지에 덧붙여 고집이 있다. 이러한 특성을 저자는 잘 인
지하고 있기에 강하게 당국자들을 비판한다. 이로써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고 그들 스스로가 
변화된 정책을 펼치기를 도모한다. 그런 점에서 책의 곳곳에서 농무부와 식품의약국(FDA)이 
비판을 받는다. 농무부가 비판을 받는 것은 대규모 항공 방제를 시행함으로써 그들은 살충제
의 환경 유해성을 잘 몰랐고, 대규모 살충제 살포보다 대안적 방법이 더 효과적임을 몰랐고, 
유해 곤충으로 지목한 곤충의 위해성을 과장했고, 대규모 항공 살포가 일으킨 피해에 대해 부
인했고, 살충제 제조업자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하여 그들과 결탁했다는 것이다.53) 

7장에서 농무부의 무차별 항공 살포의 피해를 전하면서 이 기관에 대한 비판이 두드러진다. 
1954년 미국 농무부가 일리노이 주 농무부와 함께 1400에이커에 디엘드린을 살포했고, 1955
년에 2600에이커에 유사한 살충제를 살포했고, 1961년 말에는 13만 1000에이커에 살충제를 
뿌렸다. 디엘드린은 DDT의 50배의 독성을 갖는다. 이러한 방제로 결국 수많은 조류가 몰살당
했고, 얼룩다람쥐와 같은 포유류도 피해를 입었으며 농가의 고양이, 양, 소도 희생당했다. 그
러나 방제는 실패했다. 유화병을 유발하는 박테리아를 쓰면 방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1939년에 

51) 카슨, 앞의 책, pp. 303-304.
52) Carson, 앞의 책, p. 13.
53) 같은 책, p. 162.



입증이 되었는데도 ‘비싸다’는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다.54)  
식품 의약국이 비판을 받는 것은 살충제에 오염된 식품의 유통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FDA가 가진 특수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 FDA가 국민 건강 지킨
다는 믿음은 실체가 없다는 것이다. 다른 주로 식품을 이동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살충제 잔류
량 검사를 받지 않기에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고, 검사하는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1%도 안 되는 양만을 검사할 정도로 인력이 부족하다.55) 인력의 부족은 사태 파악과 조
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근본적 이유였다. “앨라배마, 루이지애나, 텍사스 주의 보건 담
당자와 다른 관련자들에게 질문해 본 결과 오염된 우유에 관해 테스트를 실시한 적이 없을뿐
더러 우유가 살충제에 오염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56)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강력히 
제기하는 것은 또 다른 청중인 일반 시민이 나서기를 촉구하기 때문이다. ‘사태'를 해결하는 
청중으로 일반 시민을 상정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저자로서 카슨의 ‘속박’은 자신이 가진 전문적인 지식과 그러한 지식의 한계성이다. 그러
므로 그는 자신의 전문 지식을 적극적으로 드러냄과 동시에 권위자의 연구 결과를 드러냄으
로써 그러한 ‘속박’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리하게 활용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3절에서 에토스와 로고스에 대해 논의하면서 다룬 바 있다.

  
6. 은유 분석

은유는 표현적 은유와 개념적 은유로 나눌 수 있다. 전통적으로 수사학에서는 표현적 은유
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으며 고전적인 수사학의 다섯 규범 중 ‘표현’의 수단으로서 일찍부터 
주목 받았다. 여기에서 은유는 친숙하지 않은 대상을 표현하거나 이해시키기 위하여 친숙한 
대상을 끌어 오는 것을 말한다. 표현적 은유는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참신한 은유를 동원하여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친숙하지 않은 대상 A를 더 친숙한 대상 B를 써서 더 쉽게 이해
시키거나 전달하고자 할 때 A를 ‘취의’(vector)라 하고 B를 ‘매개’(vehicle)라 한다.57) 가령, 
벚꽃이 흩날리는 것을 가리키며 “눈이 온다!”라고 말한다면, ‘눈’은 매개이고 ‘벚꽃’은 취의이
다. 

개념적 은유는 오히려 진부한 표현들 속에 내재하여 있으며 공통의 언어를 사용하는 화자들 
사이의 공통의 경험에서 비롯된 개념적 틀을 반영하는 것이다. [기쁨은 위], [슬픔은 아래]와 
같은 개념적 은유는 “그의 영혼은 합격 소식에 날아올랐다.”나 “그녀는 남편의 억류 소식에 
억장이 무너졌다.”와 같은 표현에 내재해 있다. 개념적 은유는 감정 표현에 널리 내재해 있는 
관용적 표현에 반영될 뿐 아니라 사고방식 전반을 지배하고 행동 양식을 형성한다. 은유는 우
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자주 일상적 화법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관용적으로 굳어지면 은유
라는 의식 없이 필요한 대로 널리 사용된다.58) 우리가 알기에 노트북 컴퓨터에는 뚜껑이 없지
만 우리는 “노트북 뚜껑을 닫는다.”고 말한다. 이 사례는 ‘뚜껑’이 은유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 것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용례를 접하지 않은 외국어 학습자는 이런 은유를 이해할 수 

54) 카슨, 앞의 책, p. 118-125. 
55) 같은 책, p. 210. 
56) 같은 책, p. 197.
57) I. A. Richards, The Philosophy of Rhetoric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36), pp. 

96-97.
58) 같은 책, pp. 92-94. 



없어 당황할 것이다. 
이러한 은유 개념을 확장시켜서 은유가 인간의 인지 과정에 개입하여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지배한다는 근본적인 주장을 제기한 이가 레이코프(George Lakoff)와 존슨(Mark Johnson)이
다. 이들이 1980년에 내놓은 『삶으로서의 은유』(Metaphor We Live By)는 인지적 은유 이론
을 열었다. 인지적 관점에서 은유는 하나의 경험 영역을 다른 경험 영역으로 부분적으로 사상
하여 첫 번째 영역을 통해 두 번째 영역을 부분적으로 이해하려는 인지적 메커니즘이다.59) 사
상이 성립될 때 이해에 도움을 주는 첫 번째 영역을 근원 영역이라 하고 이해하려는 두 번째 
영역을 목표 영역이라고 한다. 이들은 사람의 인지적 처리 과정에서 개념 체계가 결정적인 역
할을 하는데 개념 체계는 은유에 기반하여 만들어진다는 것을 지적한다. 

카슨의 책에서 은유는 도처에 등장하는데 단순히 문학적 향취를 드높이기 위한 목적을 뛰
어 넘어 자신의 생각을 더 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채용된다. 

<인간은 자연과 전쟁 중이다> 은유는 인간의 욕심이 불러일으키는 자연 파괴를 지칭하기 
위하여 채용된 개념적 은유이다. 2장은 인간의 자연을 상대로 한 전쟁이라는 은유를 사용하여 
인간이 유독물질로 공기, 토양, 하천, 바다를 오염시킨 것을 지적한다.60) 인간의 보건과 산업
을 위협하는 곤충과 잡초를 해결하기 위하여 독을 사용하는 방법이 오래 전부터 행해졌는데 
1940년대 유기 합성 살충제와 제초제가 개발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인간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무기를 대량으로 갖게 된 것이다.61) 이러한 맥락에서 “모든 생명체는 십자포화
(crossfire)를 받고 있다.”는 표현적 은유는 인간의 자연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 극한에 도달했
음을 여실히 드러낸다.62) 

과학 책이 은유를 쓰는 것은 가치와 감정의 개입을 시사한다. 이는 이 책이 지식의 전달을 
넘어 설득을 겨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장에서 ‘반만 진실인 진정제’(tranquilizing pills of 
half truth)63)라는 표현은 살충제가 일으키는 피해에 대하여 사람들을 속이려는 당국과 어용 
과학자들의 행태를 지적하는 은유이다. 반만 진실인 보고를 통해 시민들을 진정시키는 행태가 
합당하지 않다는 뉘앙스를 전달한다. 이어서 “달랠 수 없는 사실의 사탕발림(sugar coating 
of unpalatable facts)인 이런 거짓된 확신들에 종식이 필요하다.”64)라고 말할 때 살충제 살
포의 피해라는 사실을 가리고 포장하여 거짓된 확신을 심어준다고 해도 궁극적으로는 가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것은 끝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환경을 우선적으
로 고려하는 가치를 은유로 표현하면서 그러한 속임수를 계속 유지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불편
한 감정을 속속들이 드러내는 것이다.

7장에서 제초제의 위해성을 논하면서 “화학적 제초제는 똑똑한 새로운 장난감이다.”65)라고 
말하는 것은 조소가 드러나는 반어법을 구사한 것이다. ‘똑똑하게’(bright) 만들어서 효과가 
확실할지는 모르지만, 어린애 장난감(toy)처럼 유치한 자연에 대한 공격 무기이다. 이어지는 
설명에서 ‘화학적 밭갈이’가 효과적이니 보습을 두드려서 살충제 분무기를 만들라고 재촉하는 
농업 엔지니어들은 그것이 밭갈이보다 저렴하다고 외치지만 땅의 장기적 건강을 해치는 것과 

59) Antonio Barcelona, Metaphor and Metonymy at the Crossroads (Berlin: Mouton de 
Gruyter, 2003), p. 3.

60) 카슨, 앞의 책, pp. 29-30.
61) 같은 책, p. 40.
62) Carson, 앞의 책, p. 8.
63) 같은 책, p. 13. 
64) 같은 책, p. 13. 
65) 같은 책, p. 68. 



그와 관련된 손해를 생각하면 제초제 살포가 값싼 방법이 아님이 지적된다.66) 야생의 풀과 꽃
이 사라진 살풍경은 누구도 원치 않고 관광 수익원마저 사라지게 된다. 장기적, 종합적 안목
을 가지지 않고 당장의 효과만을 고려하는 화학적 제초제의 유치함을 장난감으로 표현한 것이
다.

11장에서는 ‘독의 시대’(age of poison)를 살아가는 우리는 약국의 독극물 장부(poison 
book)에 기록하지 않고도 독에 늘 접촉한다고 말한다.67) 살충제를 해충을 제거하기 위하여 
광범위하게 사용하다보니 살충제에 직접 접촉하지 않은 물품에서도 살충제 성분들이 검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독의 시대’라는 말은 환경에 독이 널려 있는 시대를 현대인이 살
아가고 있음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은유이다. 또한 14장에서 많은 살충제가 발암물질임을 설명
하면서 세제, 의류, 절연제 등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들 속에 발암물질이 널려 있
어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우리가 ‘발암원의 바다’(sea of carcinogen)에 살고 있
다고 말한다.68) 이러한 은유들에는 통탄할 일이라는 정서가 묻어나는 동시에 유해 물질에서 
자유로운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가치를 지향하자는 의도가 숨어 있다.

13장에서 두드러지는 생화학적 메커니즘을 은유로 표현한 것은 과학 개념을 용이하게 이해
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기본적으로 <세포는 화학 공장이다>라는 개념적 은유에 토대를 두고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대사를 여러 은유를 동원하여 설명한다.69) 대부분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반응은 미토콘드리아라는 ‘발전소’(powerhouse)에서 일어난다.70) 화학 공장에서 발
전소는 모든 작업 라인이 작동되게 하는 동력을 생산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적절한 비유이다. 
산화로 생산된 에너지는 ATP라는 물질에 저장된다. 이때 전지 비유가 채용되는데 충전된 전
지가 ATP이고 방전된 전지가 ADP이다. ADP와 ATP는 인산이 붙으면서 에너지가 저장되고 
인산이 떨어지면서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점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전지에 비유되기 적절하다. 
이때 ATP는 미생물에서 인간까지 모든 유기체에서 발견된다는 점에서 ‘에너지의 보편적 통
화’(universal currency of energy)라는 은유가 채용된다.71) 세포에서 일어나는 산화는 효소
라는 촉매의 도움을 받아 상대적으로 저온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저자는 세포를 ‘부드럽게 불
타는 작은 불’(gently burning little fires)이라고 부른다.72) 이와 같은 에너지 생산이 필수적
이라서 산화 없이는 생명은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살충제가 에너지 대사를 교란하면 생명
은 분자 차원에서 유지될 수 없다. 카슨의 비유를 통해 화학 공장은 그 작동이 더 잘 이해될 
수 있다. 

7. 맺음말 

수사학의 방법들은 과학적 텍스트의 수사학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이러한 분석으로부
터 카슨의 책이 성공적인 대중 과학 도서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던 요인들을 찾아 낼 
수 있었다. 

66) 같은 책, p. 69. 
67) 같은 책, p. 174. 
68) 같은 책, pp. 235-239.
69) 같은 책, p. 201.
70) 같은 책, p. 202.
71) 같은 책, p. 202. 
72) 같은 책, p. 200. 



고전 수사학의 규범들인 ‘착안’, ‘배열’, ‘표현’은 책의 내용, 구조, 표현 등의 특징을 살피
는 데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었다. 이 책이 살충제의 유해성을 전달하면서 살충제에서 벗어
나 보존된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살충제의 사용을 부추기는 무지와 욕심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독자가 환경 보존을 위한 행동에 나서기를 촉구하는 의도가 잘 드러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기술적 논거인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는 설득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저자가 어떠한 수단들을 동원하고 있는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과학적 텍스트
에서도 설득은 논리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에토스, 파토스와 같이 비논리적인 요인
들이 주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 확실하다. 카슨은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주장
하기 위하여 과학적, 역사적 사실들과 과학적, 제도적 권위들을 인용하여 설득력을 더한다. 그
러면서도 자신이 얼마나 믿을 만한 과학자인지를 드러냄으로써 에토스를 고양하고, 즐거움, 
분노, 연민, 수치, 자긍심 등의 감정을 유발함으로써 파토스를 공유한다. 이러한 기술의 활용
은 이 책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폭발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버크의 5항목은 저자가 다루는 논제가 어떠한 드라마로 상정되느냐에 따라 이 드라마에서 
‘행위자’, ‘행위’, ‘수단’, ‘배경’, ‘목적’이 어떻게 상정되고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가 결정된다. 
카슨의 책에서는 ‘행위자’로서 방제 당국의 그릇된 화학적 방제라는 ‘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광범위한 독성이 간과된 유기 화학 살충제라는 ‘수단’을 전후 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유기 
화학 산업의 육성을 ‘배경’으로 하여, 산업과 국민 보건의 증진이라는 표면적 ‘목적’ 표명 하
에서 이루어진 것을 주목한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공격이라는 측면에서 ‘행위자’는 인간 전체
로 확산될 수 있고 이들의 경우에는 편익의 증진이라는 ‘목적’을 내걸고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살충제라는 ‘수단’을 살충제의 유해성(생태계 파괴, 건강 파괴)을 모르는 ‘배경’ 하에서 
무차별하게 활용하다가 자연과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를 자신도 모르게 자행하는 또 하나의 
드라마가 있다. 이 드라마에서 핵심 키워드는 ‘무지’이다. 인간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카슨은 이 책을 통하여 사실
을 전달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비처의 수사학적 상황의 개념은 과학 대중화를 위한 글에서도 그 글의 수사학을 파악하는
데 요긴하다. 이는 과학 대중화에서도 저자는 단순하게 과학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
고 지식의 전달을 통하여 독자를 설득하여 어떤 행동을 수행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여
기에서 행동의 범위에는 새로운 결심도 포함된다. 설득이라는 의미는 발신자의 뜻하는 바에 
따라 수신자가 태도를 달리하고 그에 따라 언제든지 행동할 가능성을 갖게 되는 것을 포함
하기 때문이다. 독자가 새로운 앎을 갖게 되면 그로 인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생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청중’으로서 ‘사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속박’을 갖
게 되기 때문이다. 카슨의 책에서 저자는 일차적인 ‘청중’으로서 일반 시민을 겨냥하여 그들
이 무지라는 ‘속박’에서 벗어나 살충제 다량 살포 행태라는 ‘사태’를 중단시키는 설득에 나
선다. 청중에는 정부 당국도 포함이 될 수 있지만 오히려 시민이 정부 당국에 압박을 가하
여 대규모 화학 방제를 중단시키려는 의도가 더 강하다. 그렇지만 할 수만 있다면 정부 당
국자들도 무지와 방임이라는 ‘속박’에서 벗어나 책임 있게 국민과 환경에 유해한 정책을 중
단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카슨 자신은 과학 분야의 석사 학위자라는 다소 불리한 
저자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과학 전문가들의 견해와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당
시로서는 다소 모호하게 여겨지는 자신의 메시지의 ‘속박’을 벗어버리기를 도모하고 그러한 
노력은 결과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게 된다. 



은유는 과학적 텍스트에서 개념적 은유와 표현적 은유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과학 개
념 자체가 수립되면서 기존의 친숙한 개념들에 의지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개념적인 은유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후 과학의 진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개념적 은유는 거기에
서 많은 표현적 은유를 발생시킨다. 과학 용어들이 처음 사용될 때에는 은유적인 표현이던 
것이 굳어지면 공식적인 용어로 학계에서 사용되게 된다. 이러한 용어 사용은 이후 그 분야
에 진입하는 다른 연구자들의 사고의 틀을 지배한다는 점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과학 대중화를 위한 교양 도서에서는 과학의 개념을 떠나서 은유가 채용될 수 있는데 이는 
저자가 독자들에게 행동을 촉구하고자 하는 설득적 차원에서 가치와 정서를 유발하는 효과
를 갖는다. 카슨의 책에서는 과학적 개념을 설명하는 13장에서 <세포는 화학 공장이다> 
라는 개념적 은유를 바탕으로 산화로 생성된 에너지를 ATP라는 ‘충전 가능한 전지’에 실어
서 생명 에너지로 활용하는 데 이는 모든 세포, 모든 생명체에서 공통이라는 이유에서 ‘에
너지의 보편적 통화’라고 불린다. 카슨이 책 전체에서 더 활발하게 은유를 채용하는 것은 
자신의 주장을 인상적으로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전략이다. <인간과 자연은 전쟁 중이
다>라는 개념적 은유를 바탕으로 지금은 살충제로 인간의 무차별 공세가 자연에 부당하게 
가해지고 있음을 여러 표현적 은유로 드러내고 이러한 잘못된 선택이 초래할 재앙을 내다보
며 <인류는 여행 중이다>라는 개념적 은유를 바탕으로 인류가 살충제의 대량 사용을 자제
하는 지혜로운 선택을 할 것을 다양한 표현적 은유를 채용하여 촉구한다.  

카슨의 책을 분석하기 위하여 동원된 다양한 수사학적 분석 도구들은 과학적 텍스트이자 
강한 설득적 성격을 가진 이 책이 세간에서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는 수사학적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들을 텍스트 자체의 특성으로부터 찾아내게 해준다. 그렇지만 이것이 카슨의 
책이 가진 텍스트의 특성을 가진 책이라면 모두 호평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 
책의 수사학적 특성 외에 다양한 배경적 요인들이 이 책에 대한 반응을 결정짓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수사학적 분석을 통하여 우리는 성공하는 대중 과학서가 
갖추어야 할 특성이 무엇인지 가늠 할 수 있다. 이 책의 분석으로부터 과학적 글쓰기의 지
침을 발견할 수 있으므로『침묵의 봄』이 과학 글쓰기 교육을 위한 좋은 자료가 될 수 있겠
다고 말할 수 있다.          



과학 대중화의 수사학: 침묵의 봄의 수사 비평

토론자: 최인선 (연세대)

카슨의 침묵의 봄이 대중 과학서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수사학적 특성에 있다고 파
악한 이 발표문은, 텍스트의 수사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고전 수사학의 다섯 규범 중 넷
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세 가지 기술적 논거, 그리고 버크의 드라마티즘에서 제시된 다섯 항목
과 비처의 수사학적 상황 및 은유 분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사학의 연구대상이 되
지 않았던 침묵의 봄을 수사비평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새로운 시도로 주목할 만하다고 생
각됩니다. 다만 분석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고전 수사학의 규범 중 <착안> 부분에서 ‘제목’과 관련된 분석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살충제의 유해성과 무분별한 살포가 초래하는 환경 문제를 책의 핵심 주제라 설명하신 후, 
‘Silent Spring’의 제유적 의미에 관해 설명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Silent Spring’이 이 
책의 내용 전체를 포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작품의 주제의식을 
잘 담아내고 있기에 제목을 <착안>에서 언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
약 그러지 못한다면 <착안>보다 <표현>에서, 아니면 후에 언급하신 은유에서 다루셨으면 어땠
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 <배열>과 관련된 분석입니다. 1~17장까지 작품의 배열 순서가 갖는 의미에 대해 분
석해 주셨는데요, 그러한 배열 순서가 지닌 수사적 효과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배열>의 수사적 효과가 아리스토텔레스
의 기술적 논거와 같은 다른 수사비평의 방법론과 함께 분석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셋째, 아리스토텔레스의 기술적 논거 부분에서 13장의 과학적 전문성이 카슨에 대한 신뢰도
를 높여 에토스의 상승전략이 되고 있다고 분석하셨는데요, 저 역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근데 
선생님께서는 13장이 “논지를 전개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기에 로고스로 분류하기 어
렵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해당 부분을 에토스로 설명하셨는데요, 개인적으로 과학적 전문성이
라는 로고스가 있기에 에토스의 상승전략도 가능한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학적 대중서에서 에토스와 로고스를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
습니다. 

넷째, 개념적 은유와 표현적 은유 간의 관계입니다. 선생님께서는 개념적 은유가 표현적 은
유를 발생시킨다고 말씀하시면서 둘의 개념적 차이에 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만 본문에서
는 <인간은 자연과 전쟁 중이다>와 <세포는 화학 공장이다>라는 두 개념적 은유만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혹시 침묵의 봄에 다른 개념적 은유들은 없는지, 그리고 그러한 개념적 은유들
이 어떤 표현적 은유들을 발생시키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공문 텍스트의 완성 조건 연구

- 통지 공문텍스트를 중심으로 -

신근영(상해외국어대학교)t

I.들어가며

공문의 명칭은 “공무문서”의 약칭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행정

기관, 사업부서 관계자, 사회단체가 공문활동과 행정처리 업무 가운데 

정보를 전달하는 규범화 된 법적 효력이 있는 도구이다. 고도의 규범

적 특징을 요구하는 공문텍스트는 문어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과

학적이고 정치적 등의 객관적 언어적 표현 양상을 나타낸다. 공문텍

스트의 언어적 표현 양상들은 공문텍스트의 명확성, 세밀성, 엄밀성을 

요구하며 이러한 특징은 공문텍스트의 보편적인 규범성을 지니게 한

다. 공문텍스트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이 요구되어 

텍스트 생산과정에서부터 주관성이 배제되고 텍스트 수용자의 이해 

과정에서도 정서적 공감을 요구하지 않는다.

공문텍스트는 각기 다른 기준에 의해 공문텍스트의 유형이 나뉘게 

된다. 일반적으로 공문텍스트를 가리키는 것은 행정공문 곧, 당·정 기

관과 각 사회부서가 업무 가운데 사용하는 문서이다. 공문텍스트의 

유형에 따라 공문텍스트의 성격, 목적, 기능 등 각기 다른 속성을 가

져 텍스트에 달리 나타난다. 따라서 공문텍스트의 유형은 공문을 보

내는 목적과 범위가 명확해야만 알맞은 공문텍스트 유형을 선별해서 

사용하여 공문의 효력을 극도로 볼 수 있다. 중국 행정 시스템 가운



 

데 공문텍스트에는 규정, 결정, 명령, 지시, 통지, 통보, 공고, 통고, 보

고 등의 하위유형이 있다. 이들은 각 사용 범위와 특징이 다르므로 

공문을 선택하여 사용할 때 공문 발행하는 주체와 공문을 받는 대상

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며 공문을 발행하는 목적과 요구 사항, 주제에 

맞추어 선별해서 사용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공문텍스트 유형 가운데

서도 특히 통지 공문텍스트를 대상으로 하여 텍스트 완성 조건에 대

해 논의할 것이다. 통지 공문텍스트는 특정 공문을 받는 대상자에게 

해당 사항이나 문서를 알리거나 전달해 대상자가 알거나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문이다. 이러한 조정기능을 지닌 통지 공문텍스트는 

규범적 텍스트로 정보전달 텍스트와 행위 조정텍스트의 중간에 위치

한다.

“완전한 텍스트”, “ 텍스트 완성성분”, “ 텍스트 완성조건”이란 개

념은 이미 선행 연구로 발표 된 “완전한 문장”이란 개념 아래 명시됐

다. 완전한 텍스트는 두 방면으로 제시되었는데 첫째로, 텍스트 내부

적 조건으로 특정 텍스트의 주된 기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정보 구조가 유기적으로 연결 된 텍스트를 말한다. 둘째로, 텍스트 외

부적 조건으로 텍스트의 구성 성분 가운데 필수성분과 텍스트의 상황

과 목적에 맞게 선택하는 선택성분의 텍스트 구성 조건에 대해 제시

하였다.1) 본고는 선행 연구인 텍스트 완성조건을 기반으로 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통지 공문텍스트의 완성조건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연구 방법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병행하여 할 것이다. 구체적

으로 텍스트의 기능적 측면에서 수사구조이론을 이용하여 수사관계 

통계를 통한 통지 공문텍스트의 주된 기능을 파악하기 위해 양적인 

연구 방법을 이용한다. 또한 텍스트의 형식적 측면에서 ICTCLAS2012 

자동 단어 분석표기 시스템을 이용한 실증적 기술 방법으로 통지 공

1) 신근영(2018)은 중국 신문보도 텍스트의 내부적인 조건과 외부적인 조건 외에 언어 환경 또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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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텍스트에서 단어의 사용 빈도와 사용 비율을 분석하고 더 나아가 

사용 빈도수가 높은 구문의 구체적 용례의 통계도 분석할 것이다. 계

량적 결과와 용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분석 결과가 나타난 원인을 밝

히기 위해 질적 연구 방법을 이용할 것이다. 즉, 통지 공문텍스트가 

기능적으로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며 형식적으로 어떤 언어 요소들로 

구성되는 가 등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본고는 먼저 2장 기능적 측면에서 중국 공문텍스트가 갖추어야 하

는 주된 기능을 살펴보고 3장 형식적 측면에서 중국 공문텍스트 가운

데 주로 사용되는 언어 요소를 살펴 본 후, 중국 공문텍스트의 완성

성분으로 필수성분에 대해 살핀다. 이를 통해 중국 공문텍스트의 완

성 조건에서 조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언어 체계의 측면에서 텍스

트가 생산되는 것임을 보일 것이다. 

 

II.중국 통지 공문텍스트 완성의 기능 측면에서 조건

텍스트가 상호작용 속에서 하는 역할, 즉 사회적 과제 설정 및 개

인적 목적을 실현하고 사회관계를 구성하는 데 텍스트가 하는 기여를 

앞으로는 텍스트기능이라고 총괄한다. 상호작용에 기초한 텍스트기능

에는, 화행기능, 인지적 기능, 심미적 기능, 정서적(감정적) 기능, 사회

적 기능, 해명기능, 자기표현 기능, 상호작용 조정기능, 평가기능, 정보

기능, 도구기능, 친교기능 등이 있다.2) 이처럼 의사소통자의 상호작

용적 협력층위의 기능적 측면에서 중국 통지 공문텍스트의 주된 기

능을 분석하기 위해 수사구조 이론으로 중국 통지 공문텍스트를 분

석하고자 한다. 

2) 백설자 역, Heinenmann·Viehweger, 텍스트언어학 입문. 역락 출판사. 2001.193-194. 백설자 재인용(2001).



 

1. 중국 통지 공문텍스트의 주된 기능 분석 

Mann&Thompson(1988)의 수사구조 이론은 의사소통자인 텍스

트 생산자와 수용자의 상호작용적 층위에서 텍스트 효과를 분석하

는 이론이다. 수사관계 유형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다

핵심 수사관계 유형과 핵-위성 수사관계 유형이다. 이 가운데 핵-위성 

수사관계 유형은 다시 테마성 수사관계 유형과 표현성 수사관계 유형

으로 나뉘게 된다. 수사관계 정의는 RST 홈페이지에서 Mann(2018)이 

총괄한 32종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3) 분석 결과 32종 수사관계가 모

두 사용되진 않았으며, 총 32종 수사관계 가운데 10종의 수사관계가 

출현하였다. 본고는 2018-2019년 기간에 중국의 최고 행정기관 국무원

에서 발표한 중국 통지 공문텍스트 총 10편으로 수사관계를 통계 조

사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1：중국 통지 공문텍스트 수사관계 사용빈도 통계 분석표）

3) http://www.sfu.ca/rst (RST 홈페이지). 이 이론은 인간의 통보행위 속에서 텍스트를 효과적이고 이해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기능과 구조에 대해 기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관계

유형

RST관계 총

계

백 분 율

（%）
관계

유형

 RST관계 총

계

백분율

（%）
표현성 준비 1 1.28 테마성 의지적원인 1 1.28

표현성 능력부여 4 5.12 테마성 의지적결과 1 1.28

표현성 배경 3 3.84 테마성 목적 5 6.41

다핵심 대조 1 1.28 테마성 수단 1 1.28

다핵심 연속 54 69.23 테마성 상세기술 7 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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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핵심 수사관계 유형

테마성 수사관계 유형

표현성 수사관계 유형

.

（그림1：수사관계 유형 고빈도 사용 통계 분석）
위의 통계 분석 결과 다핵심 수사관계 유형을 제외하고는 테마성 

수사관계 유형이 표현성 수사관계 유형보다 많이 출현한 것을 볼 수 

있다. 10편의 통지 공문텍스트 가운데 총 78개의 수사관계가 나타났으

며, 그 중 테마성 수사관계 유형이 총 15회 사용되어 전체 비율 중 

19.23%를 차지하였다. 표현성 수사관계 유형은 총 8회 사용되어 전체 

비율 중 10.25%를 차지하였다. Mann&Thompson(1988)은 테마성 수사관

계 유형에 대해 정의하기를 텍스트 생산자의 주된 목적은 텍스트 수

용자에게 핵-위성의 수사관계가 주관성을 배제한 객관적인 관계임을 

설명하기 위한 수사관계라 명시하였다. 표현성 수사관계 유형에 대해

서는 텍스트 생산자의 주된 목적은 텍스트 수용자에게 핵-위성의 수

사관계 가운데 핵에 대한 내용을 긍정적인 태도로 믿고 수용하도록 

돕고 설득하는 수사관계 유형이라 명시하였다. 위의 통계 결과에서 

중국 통지 공문텍스트가 테마성 수사관계 유형이 표현성 수사관계 유

형보다 많이 출현한 것은 통지 공문텍스트 생산에 있어서 주관성을 

배제한 객관적인 규제나 법적 효력이 있는 사실 정보를 전달하기 위

한 현상에 기여한 것임을 나타낸다. 앞서 말한 공문에 대한 정의 “공

문활동과 행정처리 업무 가운데 정보를 전달하는 규범화 된 법적 효

력이 있는 도구” 또한 같은 맥락에서 적용된다. 

위와 같이 통계결과 고빈도로 나타난 수사관계로는 다핵심 수사관



 

계 유형 가운데 연속 수사관계이다. 텍스트 수용자들이 실행해야 하

는 여러 사안들에 대해 연속적으로 명시하면서 텍스트의 객관성과 엄

밀성, 규범성에 도달한다.이는 공문텍스트를 중심으로 한 텍스트 참여

자가 개인이 아닌 단체 또는 기관으로 상호작용 가운데 쌍방의 정서

적 공감을 요구하지 않으며, 개인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지켜야 할 

규범과 규칙에 대해 전달하는 형식의 텍스트 유형으로 나타나는 데서 

말미암는 듯하다.  

이와 같은 텍스트는 앞서 제시한 상호작용에 기초한 텍스트기능 가

운데 행위 조정기능이 주로 발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Heinenmann·Viehweger(1991)에 따르면 조정기능은 텍스트 생산자가 텍

스트를 이용하여 수용자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도록 영향을 끼치는 것

이라 명시하였다. 이는 특정한 제도 영역에 속하는 텍스트 참여자에

게 구속력이 있는 규정에 대한 정보로서 사회집단과 개인 모두의 상

호작용적 행동을 조정한다.4) 이러한 규범 설정적 텍스트는 정보전달 

텍스트와 조정텍스트의 중간에 위치한다. 위와 같이 수사관계이론을 

통해 분석한 통지 공문텍스트의 주된 기능은 조정기능을 가졌다고 볼 

수 있으며, 행위조정적 텍스트의 의사소통 측면에서 보면 아래와 같

은 특징을 지녔다. 

Heinenmann·Viehweger(1991)의 의사소통 측면에서 “행위 조정

적 텍스트” 유형

(i) 수용자의 사물을 다루는 실제 활동을 목표로 한다.

(ii) 제도적 의사소통

(iii) 두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

(iv) 비대등성

4) Heinenmann·Viehweger(1991)에 따르면 조정기능은 수신자에게 중요하거나 새로운, 현실의 사태에 관한 

정보. 산출자는 텍스트를 빌어 상대방의 마음자세에 영향을 주려고 하며 상대편이 미래에 행동할 때 이 

새 지식을 사용하도록 하려고 한다. 이에 관해서는 Searle의 화행분류(1976)를 참고. 
SEARLE,J.R.1976.Aclassification of illocutionary acts. In:Language in Society5,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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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기록 의사소통

공문텍스트에는 위와 같은 조정적 텍스트 유형의 특징이 모두 나타

난다. 공문텍스트의 생산자인 중국 최고 행정기관인 국무원이 법적 

효력이 있는 공문을 하급기관에게 전달하면 텍스트 수용자인 당과 행

정기관은 미래에 행동할 때 이 공문에 명시된 대로 따르게 된다. 이

는 제도적 효력이 있는 공문텍스트를 도구로 한 의사소통에서 의사소

통 참가자 쌍방이 상명하달인 비대등성 관계를 나타낸다. 조정적 기

능을 지닌 텍스트는 텍스트 구조에서도 그 고유의 기본 구조를 가진

다. 따라서 그 기본 구조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하며, 공문서 

텍스트 가운데서도 특히 통지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여 논의할 것이다.

2. 중국 통지 공문텍스트 구조 

각 개별 텍스트는 모두 고유의 기본 구조를 가진다. 통지 공문텍스

트 또한 하나의 개별 텍스트로 간주할 수 있기에 통지 공문텍스트 고

유의 기본 구조를 가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통지 공문텍스트의 

구조적 특징을 분석하기 앞서 Heinenmann·Viehweger (1991)의 조정적 

텍스트 유형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Heinenmann·Viehweger(1991)의 “조정적 텍스트” 유형5)

(i) 기능유형: 구속력 있는 조정적 텍스트

(ii) 상황유형: 제도적 글말의 기록 의사소통, 텍스트생산자와 수

용자 간의 비대등성 

(iii) 방법유형: 지시적-기술적, 구체화하기, 설명하기

(iv) 텍스트구조화 유형: 도입부 - 텍스트 핵심 - 종결부

5) 백설자 역, Heinenmann·Viehweger, 텍스트언어학 입문. 역락출판사. 2001.193-194.



 

(v) 표현방식 원형: 조정적, 제도적, 글말, 용건 중심성, 간결성, 

정확성

통지 공문텍스트의 주된 기능은 ‘행위 조정’이며 이와 대등하게‘정

보 전달’기능도 가지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기능을 가장 효

율적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통지 공문텍스트는 아래 표와 같은 도입부

(공문의 목적) – 핵심부(공문의 구체적 사항 설명) – 종결부(공문의 마

무리)로 구성된 구조를 가진다. 

                

             (표2: 통지 공문텍스트 구조)

이러한 텍스트 구조는 문종에 따라 달리 나타나기도 하는데, 통지 

공문텍스트의 구조는 위와 같이 ‘공문의 목적 – 공문의 구체적 내용 

전개 – 공문 마무리’ 순으로 굳어졌다. 공문의 시작 부분에서는 공문

의 목적을 명시화하며, 공문의 구체적 내용 전개 부분에서는 공문 수

용자들이 지켜야 할 통지 사항들에 대해 항목을 나열하는 형식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공문의 끝 부분에서는 공문 산출기관의 명칭과 

날짜들 명시하며 낙관으로 공문의 법적 효력을 드러낸다. 그런데, 인

터넷 상 전자파일 형식인 공문에는 낙관이 제외된다. 아래는 중국 인

민정부 웹사이트에서 중국 최고 행정기관인 국무원이 발행한 전자파

거시 구조 미시 구조
 공문의 목적 공문 제목: 목적 강조

공문 수신 대상: 공문 수용자/기관
공문의 구체

적 내용 전개
공문의 목적과 근거
항목을 나열하는 형식으로   구체적인 통지 

세부 사항 설명
공문의 마무리 공문 산출 기관 명칭과   날짜

낙관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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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형식의 통지공문이다. 

(그림2: 국무원이 발행한 전자파일 형식의 통지공문)

위 그림을 보면 공문 제목에 국무원 판공청의 2019년 노동절 휴가 

기간 조정에 관한 통지라고 명시하며 공문의 목적을 강조하였다. 그 

다음으로 공문 수신 대상으로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서 위원회 직속 기관을 명시하였다. 다시 공문의 목적을 제시한 

후 세부 통지 사항을 항목으로 나열하며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마

지막으로 공문 산출 기관인 국무원 판공청 명칭과 날짜를 명시하며 

공문을 마친다. 통지공문의 목적이 명료하며 텍스트 수용자인 각 행

정부서가 지키고 따라야 할 사항들을 명확히 전달 하였으며 정확한 

출처와 날짜를 제시하며 그 공권력을 드러낸다. 여기서 이 통지 공문

텍스트를 도구로 한 의사소통 참여자 가운데 정보의 흐름이 쌍방이 

아닌 일방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기능을 

조정기능이라 앞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통지 공문텍스트의 주된 기능

공문 제목: 목적 강조
공문 수신 대상:   공문 수용

자/기관
공문의 목적과 근거
항목을 나열하는 형식으로   

구체적인 통지 세부 사항 설

명
 

공문 산출 기관 명칭과   날

짜



 

인 조정기능과 그 외로 중요한 기능인 정보 전달 기능이 텍스트 수용

자와의 의사소통 가운데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구성된 텍스트 

구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텍스트 구조의 특징은 장기간에 걸친 언어 사용 가운데 자연

스럽게 규범화, 고정화 된 구조라 할 수 있다. 이는 텍스트 산출자와 

수용자가 연관된 사회적, 문화적, 제도적 맥락 가운데 이해할 수 있는

데, 중국 공문텍스트의 구조의 유사성에서 알 수 있다. 중국의 행정 

시스템은 최고 행정기관인 국무원에서 각 당·정 기관과 사회부서를 

통솔하는데 있어 중국 공문텍스트 격식을 통일하면서 중앙 행정기관

의 권위와 중요성이 공문텍스트 격식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공문

텍스트의 법적 효력과 중앙 행정기관의 권위를 목표로 한다. 또한 공

문텍스트의 관리 업무의 표준화와 격식화함으로 업무의 효율을 높이

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장에서 중국 통지 공문텍스트의 수사 관계와 구조를 살펴보며 

조정기능을 주로 발현하기 위해 구성된 텍스트임을 알 수 있다. 텍스

트의 완성은 형식상의 완성뿐만 아니라 그 텍스트의 목표에 맞게 텍

스트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완결하는 것 또한 의미한다. 통지 공문텍

스트를 완성하는 조건 중에 기능측면에서 조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텍스트가 어떤 관계로 연결되었으며 어떤 텍스트 구조를 가졌는지 살

펴보았다.

III. 공문 텍스트 완성의 형식 측면에서 언어적 특징 조건

본 장에서는 중국 통지 공문텍스트의 목표를 조정적 기술, 곧 텍스

트 수용자가 미래에 행동할 때 그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걸 구현하고

자 하는 것으로 보고 그것을 언어 요소들 가운데 어떻게 구현되는지

를 분석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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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텍스트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문어체를 기반으로 하는 규범

화 된 형식을 요구하며 텍스트 수용자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그 행위

에 영향을 끼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통

지 공문텍스트의 언어 요소인 어휘와 문장유형의 사용에 있어 어떤 

특징을 발현하는 지 분석하도록 하겠다. 

1. 언어 요소 사용

2018-2019년 기간에 발표한 통지 공문텍스트 9편, 총 글자수 15,765

개 가운데 ICTCLAS2012 자동 단어 분석 표기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

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아래의 표와 같다.

                    

             (표3: 언어 요소 사용 통계표)

 ICTCLAS2012을 이용한 자동 단어 분석 결과 동사 총 874개 가운

데 ‘확보하다’, ‘실현하다’ 각각 14개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명사에

서는 총 1,186개 가운데 ‘부서’가 95개 ‘작업’이 86개로 출현 빈도가 가

어휘 출현 개수(개) 총 개수(개) 백분율(%)

동사
确保 확보하다 14

874
1.6

实现 실현하다 14 1.6

명사
部门 부서 95   1,186 8.01

工作 작업 86 7.25

형용사
重要 중요하다 11      182 6.04

认真 성실하다 10 5.49

문형 출현 개수(개) 총 개수(문장) 백분율(%)
对자문(对字句) 50

270 
18.51

由자문(由字句) 30 11.11



 

장 높았다. 형용사는 총 182개 가운데 ‘중요하다’가 11개, ‘성실하다’가 

10개 사용되었다. 이러한 어휘는 명령문과 함께 사용되는데, 통지 공

문텍스트에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명령문의 기능은 명령, 권고, 지시, 

요구 등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행동을 하게끔 영향을 주는데, 이

는 통지 공문텍스트의 주된 기능인 조정기능에 부합하는 문장 종류이

다.
(1)各地区、各部门要抓紧做好本地区、本领域的劳动节假期调整落实工作。
각 지역, 각 부서는 본 지역, 본 영역의 노동절 연휴 기간 조정 작업을 실행한다. 

(2019년3월22일 국무원 《2019년 노동절 연휴 기간 조정에 관한 통지》)

(2)地方海洋、环保行政主管部门要严格执行《中华人民共和国海域使用管理法》和《中华人民
共和国海洋环境保护法》的规定，做好本地区海洋功能区划的编制、报批和环评工作。

지방 해양, 환경 행정 주관 부서는 《중화인민공화국 해역 사용관리법》과《중화인민공화

국 해양 환경보호법》규정을 엄격히 따라 본 지역의 해양 기능 구획 편성, 보고 및 환경 영

향 평가를 잘 집행해야 한다.

(2019年03月19日 국무원《해양관리 업무 강화 문제에 관한 통지》)

(3)《降低社会保险费率综合方案》已经国务院同意，现印发给你们，请认真贯彻执行。
이미 국무원의 동의를 거친《사회 보험료율 인하 종합 방안》을 전달하오니, 성실히 

집행한다.

(2019年04月04日 국무원《사회 보험료율 인하 종합 방안에 관한 통지》)

(4)把海洋管理工作列入政府重要议事日程。
해양관리 사업을 정부의 중요한 의사 일정으로 넣다.

(2019年03月19日 국무원《해양관리 업무 강화 문제에 관한 통지》)

(5)确保各项工作顺利进行。
각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확보한다.

(2019年04月04日 국무원《사회 보험료율 인하 종합 방안에 관한 통지》)

(6)2020年底前实现企业职工基本养老保险基金省级统收统支。
2020년 말까지 기업 근로자의 기본 연금 기금을 성급 일률적으로 받고 지불하도록 

실현한다

(2019年04月04日 국무원《사회 보험료율 인하 종합 방안에 관한 통지》)

(7)实现信息互通共享。 
상호 정보 공유를 실현한다.

(2019年03月11日 국무원《부동산 축소 등록 처리 시간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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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1),(2)의 명사 ‘부서’를 보면 통지 공문의 주체 기관인 국무원

이 업무를 지시하는 대상을 가리킬 때 쓰인다. (1),(2),(4)에서 살펴보면 

통지 공문텍스트는 지시하는 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보충적 요소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예로는 명사 ‘작업’이 앞

에 다른 수사 성분과 함께 사용되어 지시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나타

내는 것에서 볼 수 있다. 예문 (3)에서 ‘성실히 집행 한다’는 앞에서 

사회 보험료율을 인하하는 종합 방안이 이미 국무원의 동의를 받았기

에 이에 성실히 따르라고 지시함으로 선택적이지 않고 강제적인 색체

를 나타낸다. 또한 문장에서 ‘请（요구하다）’를 사용하여 통지 공문

텍스트의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전형적인 형태이다. (4)에서 해양관리 

사업관련 사안에 대한 중요성을 명시하며 통지 공문의 핵심 사안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5),(6),(7)에서 ‘확보 한다’, ‘실현 한다’ 동사는 통지 

공문텍스트에서 다른 동사들에 비해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이러한 

동사를 통하여 공문의 주체인 국무원의 지시적 권위를 실현하는 권위

적 표현의 하나로 볼 수도 있으며 지시한 사안들을 완수하도록 명령

하는 데 사용된다. 위와 같은 이러한 어휘들의 사용은 명령문에서 통

지 공문텍스트의 조정 기능을 더 명확히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다. 

위에 어휘 분석과 같이 2018-2019년 기간에 발표한 통지 공문텍스트 

9편, 총 글자수 15,765개 가운데 문형 사용에 있어서‘由자문’과 ‘对자문’

의 사용이 많았는데, 총 270문장 가운데 对자문이 50회 사용되었으며 

전체 비중의 18.51%를 차지하였다. 由자문은 전체 270문장 가운데 30

번 사용되었으며 전체에서 11.11% 비중을 차지한다. 对자문에서 ‘对’개

사는 구체적으로 동작의 대상을 지시하는데 사용되며, 由자문에서 ‘由’

개사는 동작주를 도입할 때 사용된다. 
(8)对日军遗弃化学武器毒害我人员的数量、状况，以及危害我国生态环境等情况，也要认真做

好调查取证工作。



 

일본군이 내버린 화학무기가 독살한 인원의 수, 상태 및 우리나라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것에 대해 또한 조사검증 작업을 성실히 수행한다.

(2018년 12월24일 국무원 《일본군 중국 침략 당시 버린 화학무기 조사 및 관리 작업 통

지》)

(9)对已发现的日军遗弃的化学武器，其技术处理和有关管理工作由军队各级防化业务部门负
责。

이미 발견한 일본군이 내버린 화학무기에 대해 그 기술 처리와 관련 관리 작업은 군대 

각급의 화생방 업무 부서에서 책임진다.

（2018년 12월24일 국무원 《일본군 중국 침략 당시 버린 화학무기 조사 및 관리 작업 통

지》）
(10)个人所得税专项附加扣除具体操作办法，由国务院税务主管部门另行制定。
개인 소득세 특별 공제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은 국무원 세금 주관 부서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2018年12月22日 국무부《개인 소득세 특별 공제 임시 방법에 관한 통지》）
 

 (8),(9)에서 对자문은 동작주가 해야 하는 작업의 대상을 구체적으

로 제시해 주는 작용을 하며, 다른 작업 사항들 가운데 특정 작업 대

상을 다른 작업 대상들과 분류하는 역할 작용 또한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9),(10)을 보면 由자문 뒤에 특정 부서 ‘화생방 업무 부서’,‘국무

원 세금 주관 부서’가 구체적으로 제시 되면서 동작의 주체를 도입하

는 걸 볼 수 있다. 이러한 ‘对자문’과 ‘由자문’의 사용은 통지 공문텍스

트에서 지시해야 할 업무 대상을 구체적이며 명확하게 제시할 뿐만 

아니라 업무 수행을 진행해야 할 동작주를 정확하게 지정하여 조정하

는 기능을 수행한다. 모름지기 통지 공문텍스트는 법적 효력을 지니

고 있기에 이러한 언어 요소를 사용하여 텍스트의 구체성과 정확성을 

갖추어 그 법적 권위를 달성하고자 한다. 

2. 통지 공문텍스트의 완성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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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성분

송신기관과 일렬번호

수신기관

통지 표기어

낙관과 날짜

(그림3: 국무원 판공청 2019년 부분 휴일 일정 통지)

 그림3에서 볼 수 있듯이 표제 부분에 송신 기관인 ‘국무원 판공청’, 

주요 내용인 ‘2019년 부분 휴일 일정’, 공문 유형인 ‘통지’순으로 나타

났다. 표제성분에 통지 공문텍스트의 전체 내용이 집약되어 있어 앞

으로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전개 될지 예측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으로 나타난 송신 기관과 일련번호 성분 또한 필수성분

이며, 통지 공문텍스트에서 생략되면 그 공문의 실효성은 상실하게 

되며 통지 공문텍스트를 사용한 의사소통은 실패하게 된다. 기관과 

일련번호 성분은 공문서를 관리하는 업무에 있어서도 효율성을 가진

다. 수신기관 성분 또한 필수성분이며 통지 공문텍스트에서 지시하는 

사항들에 대해 따라야 하는 대상을 명확히 명시하는 성분이다. 통지 

표기어 성분은 그림3에서‘通知如下(통지는 아래와 같다)’와 같이 상용

되는 문언(文言)이며, 예를 들면‘once upon a time’처럼 동화 텍스트 모

형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낙관과 날짜 성분도 통지 공문텍스트의 필수 성분이며 공문텍스트에



 

서 종결을 표기하는 기능을 한다. 낙관은 그림3에서 나타나지 않았는

데 그 이유는 전자 형식으로 전달 되는 공문에는 낙관이 생략된다. 

하지만 종이 문서에 작성되는 통지 공문텍스트에서는 반드시 낙관과 

날짜 성분이 표기 되어야만 한다. 공문텍스트에서 낙관과 날짜 성분

은 텍스트 수용자에게 텍스트의 종결과 완성된 느낌을 주어 텍스트에

서 완결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낙관은 정부기관의 권위를 나타내어 

공문텍스트의 법적 효력과 구속력을 드러낸다.

위에서 살펴 본 통지 공문텍스트의 언어적 특징들은 단기간에 형성

된 것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사회의 구성원들의 약속을 통해 형성된 

격식이다. 이러한 고정된 격식은 통지 공문텍스트와 다른 텍스트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돕는다. 통지 공문 텍스트는 개인이 아닌 사회성을 

지녔기에 언어 요소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인 주관적 색체를 띄

지 않는다. 또한 통지 공문텍스트의 지시성과 정확성의 특징이 어휘

와 문장 유형 사용에 명확히 나타나는데, 이러한 특징을 통해 통지 

공문텍스트 수용자의 행동을 조정하는 조정 기능을 효율적으로 드러

낸다.

IV. 나오는 말

이상의 논의를 통해 통지 공문텍스트를 완성하는 조건에 대해 개괄

적으로 정리하고 기능 측면에서의 조건과 형식 측면에서의 언어적 특

징 조건들을 살펴보았다. 텍스트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두 방면으로 

살펴보았는데 첫째로, 텍스트 기능적 조건으로 통지 공문텍스트의 주

된 조정 기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조직된 정보 구조를 살펴

보았다. 둘째로, 텍스트 형식적 조건으로 텍스트의 구성 성분 가운데 

필수성분과 그 기능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느 텍스트 장르보다도 공

문텍스트는 유형론적으로 다른 텍스트 유형과 확연히 구별되는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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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규범화된 텍스트 유형이다. 통지 공문텍스트를 통한 의사소통의 

방향은 쌍방향이 아닌 일방적인 상명하달의 비대등한 관계의 특징을 

나타낸다. 이러한 특징은 텍스트를 구성하는 의미상의 연결 관계뿐만 

아니라 어휘와 문장 유형 사용에서도 명확히 나타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인상적 특징이 발현하는 이유를 공문의 정확성과 명확성을 나

타내기 위한 이유로 명령문과 지시적 표현을 사용하여 텍스트 수용자

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그들의 행동을 조정하는 조정 기능을 효과적

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이런 공문텍스트의 엄격성

의 추구는 텍스트에서 형식화 관습화로 나타나는 것으로도 미루어 짐

작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지 공문텍스트 특징으로 제한하여 논의한 까닭은 앞에

서 언급되었듯이 공문텍스트의 유형에 따라 공문텍스트의 성격, 목적, 

기능 등 각기 다른 속성을 가져 텍스트에 달리 나타난다. 따라서 각 

사용 범위와 특징이 다르므로 공문텍스트 가운데 통지로 그 대상을 

제한하여 살펴 보았다. 다른 종류의 공문텍스트까지 분석 범위를 넓

혀 더 면밀히 분석한다면 공문텍스트 전반의 특징으로 포섭될 만한 

점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공

문텍스트를 완성하는 조건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성과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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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중국 공문텍스트를 완성하는 조건 연구

신근영(상해외국어대학교)

본고는 언어 시스템에서 완전성에 대한 문제를 살펴본다. 본
고의 가설은, 텍스트 생성 메커니즘에 텍스트를 완성하는 몇 가지 
조건이 존재하며, 그것들은 특정 텍스트의 생성을 제약한다. 본고
의 '완벽한 텍스트'는 '완전한 텍스트', '텍스트 완성', '텍스트를 완
성 시키다'라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완전한 텍스트'는 
텍스트의 형태를 의미하며 '텍스트 완성'과 '텍스트를 완성 시키다
'는 텍스트 생성 과정을 의미한다. 텍스트를 완성하는 조건은 두 
방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로, 기능 측면에서 공문텍스트의 
기능이 완결되었는지를 수사구조이론을 통해 공문텍스트의 기능
을 통해 분석한다. 둘째로, 형식 측면에서 어휘와 문장 유형, 완성
성분 사용의 분석을 통하여 이 언어적 특징들이 텍스트를 완성하
는 것을 살펴본다. 이와 같은 공문텍스트를 완성하는 조건을 위반
하지 않았을 경우 텍스트의 완전성은 보장이 되며, 텍스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 텍스트를 통한 의사소통 교제기능을 완수할 수 
있다. 

주제어 : 

텍스트    완성     조건    공문   중국



‘중국 공문 텍스트의 완성 조건 연구’에 대한 토론문

이현서(경인여대)

본 논문의 주체를 포함하여 언어학에 문외한인 제가 이 자리에서 토론을 하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신근영 선생님께서는 중국 
통지 공문텍스트를 대상으로 텍스트의 완성 조건을 기능적 측면과 형식적 측면에
서 연구한 논문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공문텍스트는 
일반 텍스트에 비해 훨씬 규범화, 정형화되어 있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 중에서도 
통지 공문텍스트는 “특정 공문을 받는 대상자에게 해당 사항이나 문서를 알리거나 
전달해 대상자가 알거나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문”입니다. 때문에 분명한 목적
과 기능만큼이나 요구되는 조건 또한 일반 텍스트와는 구분이 됩니다. 신근영 선생
님께서는 다양한 조건들 중에서도 수사구조가 만들어내는 조정기능과, 명령과 지시
적 표현이 만들어내는 언어특징에 주목하고 관련 자료를 제시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신근영 선생님의 논문을 열심히 읽고 궁금해진 점 몇 가지를 이 자리
에서 여쭙고자 합니다.

1. 통지 공문텍스트를 대상으로 한 중국과 한국에서의 선행연구는 어떤 관점에서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그림1에서 수사관계 유형 고빈도 사용 통계 분석을 제시하셨는데, 이러한 결과
가 기타 공문텍스트와 비교했을 때 특이한 결과인지, 어떤 차이점을 보이는지 궁금
합니다.

3. 공문텍스트의 하위유형으로 규정, 결정, 명령, 지시, 통지, 통보, 공고, 통고, 보
고 등이 있고 이들은 각 사용 범위와 특징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통지’, ‘통
보’, ‘통고’ 이 세 가지 공문의 상이점은 무엇인지 간단히 소개해 주십시오.

4. 통지 공문텍스트 역시 기능과 대상에 따라 비전(批转), 전달(传达), 전발(转发), 
임면(任免) 등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을 한데 묶어 일반적인 특
징을 도출하는 것은 무리가 없는지요?

5. 마지막으로 딱딱하고 고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통지 공문텍스트(또는 공문텍스
트)를 내외부적 조건이 아닌, 심미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개인적으로 어떤 미학
적 특징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궁금합니다. 



한나 아렌트의 ‘소통하는 시민’과 시민-인성교육의 쟁점들
: 국내 아렌트 철학 수용과 현황을 배경으로1)

김세원(한국외대)

1. 들어가며
2. 말을 할 수 있는 공동체를 꾸릴 수 있는 ‘소통하는 시민’ 
3. “인권의 역설” 속에 담긴 인간성과 시민성의 관계
4. ‘소통하는 시민’의 두 가지 모습 
5. ‘사유하는 시민’과 ‘소통하는 시민’의 관계 
6. 나오며 : ‘소통하는 시민’에 바탕을 둔 한국 시민-인성 교육에 대한 제언

1. 들어가며 

아렌트의 주요 저작인 인간의 조건과 전체주의의 기원은 1990년대 중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한국어로 번역되었다. 한국에서 이 시기는 권위주의적 독재가 끝나고 문민정
부의 등장과 더불어 지방자체제의 도입, 신자유주의의 본격적 도래와 이에 대한 저항 등 자유
로운 시민들의 정치 참여와 소통의 과제를 모색하면서 시민 운동과 시민 교육이 활성화되던 
때이다. 아마도 아렌트의 철학이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수용되고 연구됨에 있어서 시민 참여와 
소통이라는 주제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런 배경을 간과하고서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2) 시민 참여와 소통은 아렌트가 강조한 공적 영역의 복원, 즉 정치 행
위에의 촉구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적 결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렌트의 정치 행위는 한
편으로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는 구별되는 특유하고 고유한 사람으로서 그 자신만의 정체성
을 확보하는 통로이면서도, 이것이 다수의 타자들 앞에서 이뤄지는 행위라는 점에서 타자와의 
소통의 과정을 반드시 포함하는 상호주관적인 설득의 과정이기도 하다. 이러한 아렌트의 행위
이론은 특정한 사람이 되는 것과 시민이 되는 것의 상호불가분함을 전제하고 있다. 

2000년대 이래 아렌트 연구는 흔히 공적 영역의 ‘복원’으로 불리우는 아렌트의 정치 
행위와 소통에 대한 강조를 넘어서, 아렌트의 철학 방법론이기도 한 이야기하기나 아렌트 철
학의 급진적 측면(예컨대, 시민불복종 등)을 중심으로 더 심도 있게 조명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우리로 하여금 아렌트 철학 내부에서 시민성과 이른바 인간성 
사이의 관계를 더욱 주목하도록 만들고 있다. 그런데 아렌트 철학의 심화된 연구 속에서 발견
되는 이 지점이 ‘인성교육진흥법’ 제정과 개정 논란에 비추어 볼 때 적지 않은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먼저 ‘인성교육진흥법’의 제정은 ‘민주시민교육지원법’과의 경쟁 구도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후, 법 제정에 바탕을 둔 인성 교육이 단지 새로운 인성 교과목 창설이나 특정 

1) 수사학회 2019년 춘계 학술대회 발표용 원고로 차후 수정, 보완 예정.
2) 예컨대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참여사회연구소가 발간하는 ‘시민운동전문 대중 학술

지’ 시민과 세계 창간호(2002)는 아렌트의 철학을 적지 않은 비중으로 다루고 있다. 이 책의 논단
에서 프랑스의 아렌트 연구자인 안느 아미엘의 ｢아렌트, 마르크스 그리고 노동운동｣과 한국의 대표적
인 아렌트 연구이며 한나 아렌트 정치 판단이론 : 우리 시대의 소통과 정치윤리(2002)를 출간한 김
선욱 교수의 ｢시민과 정치 : 아렌트와 하버마스의 시민정치사상｣을, 홍원표 교수의 ｢축복과 저주의 
정치 사상｣(저자 김비환)에 대한 북리뷰를 실고 있다. 



가치의 주입, 인성이 평가와 등급의 대상이 될 가능성 등으로 인해 인성 교육의 본래 취지를 
훼손한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며 이런 현실에 발맞추어 이제 대학으로까지 본격적으로 인
성 교육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들어 ‘인성교육진흥법’의 개선 방안에 대
한 논의가 활성화 되면서, 법 제정 당시에 대두되었던 인성과 시민성의 대립 내지 경쟁 구도
를 넘어서 인성과 시민성을 연결시키며 인성교육과 시민교육의 제도적 통합을 새롭게 모색하
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이래 진행되어 온 인성교육과 시민교육의 분리와 결합의 논란과, 아렌트 
철학의 국내 연구의 심화를 배경으로, 본 연구가 주목하는 바는 아렌트 철학이 최근에 강조되
고 있는 시민-인성 교육의 이론적 바탕을 다지는 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그
런데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먼저 고려할 점은 지금까지 아렌트 철학에 바탕을 둔 시민의 
모습이 도덕적 사유를 수행하는 ‘사유하는 시민’이라는 이름으로 대표되어 왔으며, 이는 도덕
교육의 일환으로서 시민교육의 차원으로 논의되었다는 점이다.3) 아렌트 철학이 한국적 수용의 
첫 시기에 ‘소통’을 중심으로 다루어졌던 공적 영역의 복원으로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
유하는 시민’이라는 이름으로 표상됨으로써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무엇보다도 아
렌트에게 있어서 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공적 영역에서 말하고 행위하는 시민의 되는 것이다. 
소통과 정치 행위에 있어 반드시 갖춰야할 사유의 윤리를 함양한 시민으로서 ‘사유하는 시민’
이 분명히 요구되지만, ‘사유하는 시민’이라는 이름이 소통과 정치 행위 자체를 도덕성의 문제
로 간주하도록 하며 다소 협소화하는 것은 아닐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
금까지 아렌트의 철학에 대한 연구들 속에 이름 붙여지지 않았던 ‘소통하는 시민’을 ‘사유하는 
시민’과 구별하여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도덕 교육의 일환으로서의 시민 교육이 아
니라 시민 교육으로서 인성 교육을 제안하며, 그리고 그 핵심에 소통 교육이 있음을 강조할 
것이다. 다시 말해 시민-인성교육은 특정한 덕목의 습득이나 감수성을 고양하는 정서 교육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위해서라도] ‘소통하는 시민’의 육성을 목표로 삼아야 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소통하는 시민’은 특정한 인격과 인간성을 갖춘 인간을 탄생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4)  

아렌트의 ‘소통하는 시민’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서 제안된 인간에 대한 규
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미 대학의 시민 인성 교육의 키워드로 ‘소통’을 제안하면서, 아리스
토텔레스에게서 ‘소통하는 시민’ 개념을 이끌어 내어 ‘소통교육으로서 시민성 증진’이 곧 인성
교육임을 강조하고 그 현대적 의의를 밝혀 낸 연구가 진행된 바가 있다.5) 아렌트의 ‘소통하는 
시민’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그것과 상당히 유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다를 바 없는 것
은 아니라고 하겠다. 여기서는 먼저 인간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와 관련하여 아렌트가 
인간의 조건을 제시하면 논한 인간됨의 필수품으로서 소통을 다루고(2), 다음으로 여기서 발견
되는 인간성과 시민성에 대한 논의를 아렌트가 근현대적 쟁점 속에서 어떻게 고찰하고 있는지

3) 천명주, ｢한나 아렌트의 ‘사유하는 시민’과 도덕교육적 방법｣, 윤리교육연구, 제28집, 한국윤리교육
학회, 2012 참고. 천명주, ｢한나 아렌트의 공적 행복과 도덕교육적 함의｣, 윤리교육연구, 제34집, 
한국윤리교육학회, 2014는 아렌트의 공적 행복 개념 속에서 도덕 판단을 결부시켜 도덕교육의 목표를 
행복한 시민이 되는 것으로 제안한다. 

4) 인성이라는 말은 성품(character), 인간성(humanity), 개성 내지 인격(personality) 등의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인성 교육의 핵심을 무엇으로 둘지가 논란이 된다.   

5) 손윤락,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소통하는 시민’ 개념-대학의 시민 인성교육을 위한 연구｣, 서양
고대사연구, 52집, 한국서양고대역사문화학회, 2018 참고.



를 살펴보면서(3), 이에 따라 ‘소통하는 시민’의 두 가지 양태를 정리해 볼 것이다.(4) 그리고 
나서 사유하는 시민과 소통하는 시민의 관계를 고찰하면서(5), 마지막으로 소통하는 시민에 바
탕을 둔 시민-인성 교육의 쟁점을 될 만한 내용을 제시한다(6).  
 
2. 말할 수 있는 공동체를 꾸릴 수 있는 ‘소통하는 시민’

아렌트에게 있어서 ‘소통하는 시민’은 인간을 칭하는 다른 용어로 간주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와 마찬가지로 아렌트는 정치를 인간학적 토대 위에 위치시키려고 한
다. 그렇지만 이것이 인간 본성의 문제로 정치 현상을 모두 설명하려는 시도는 아니다.6) 아렌
트는 선험적인 본질을 근거로 인간을 규정하지 않고 말하고 행위하는 현실적인 존재들이 인간
됨을 통해서 인간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인간됨의 과정은 소통의 과정이
다. 인간됨의 핵심은 각기 서로의 견해를 표현하고 이 표현에 대한 타인의 공감이나 시인과 
부인, 그리고 표명한 것에 대한 약속과 책임을 수행하는 데 있다. 

아렌트가 정치의 핵심을 인간이 아니라 세계로 삼는다고 할 때, 이 때 세계는 생의 
무상함을 거스르는 견고함과 안정성을 부여하는 작업(work)에 의해 만들어진 인공물로 구성된 
‘객관적’ 세계를 뜻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다수의 사람들의 행위(action)와 말(speech)로 
형성된 인간관계의 네트워크로 유지되는 공동 세계를 뜻한다. 인간관계의 네트워크의 유지와 
확장 속에서 인간들은 말과 행위의 잠재성을 확장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아렌트가 정치의 관심사를 세계로 둔 이유는 사람들 사이에서 형성된 세계 속에서만 인
간성이 확보된다는 점에 있다. 이 점에서 아렌트는 윤리학의 목표가 궁극적으로 인간적인 좋
음을 목표로 삼는 정치학을 통해서 완수 가능하며, 윤리학이 일종의 정치학임을 피력한 아리
스토텔레스의 견해를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7)  물론 아렌트는 폴리스를 인간 본성에 따라 
반드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았으며, 정치체의 소멸 가능성과 그와 더불어 
정치체의 형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와 견해를 달리 한다. 

아렌트의 주장은 한편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 제시된 인간에 관한 정의
와,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기본적인 인간의 조건을 논하는 것으로 뒷받침된다. 아리스토텔레
스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국가공동체를 구성하는(πολιτικὸν) 동물”이며 “이성적(λογικὸν) 동
물”이라고 말한다.8) 아렌트는 인간의 조건에서 이를 두고, 인간은 정치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동물이며, 인간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동물이라고 해석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
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말할 때 동물과는 구별되는 인간의 특성을 논하고자 한 것이기 때문이
다. 아렌트가 분명히 하고자 하는 바는 무리를 지어 유지되는 단순한 공동생활은 오히려 인간
과 동물의 공통점이지 차이점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 점에 아렌트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든지 적어도 인간은 ‘정치적, 즉 사회적 동물’이라는 믿음은 ‘πολιτικὸν ζῷον’을 라틴어로 
societas로 옮긴 세네카의 번역에서 비롯하였음을 덧붙여 말한다. 아렌트의 이러한 해석과 설
명은 흔히 정치라는 말과 사회라는 말이 혼용되거나 대체어로 사용되곤 하는 것을 문제 삼으

6) 이 점에서 박혁은 마이어(Meyer)를 인용하면서 아렌트가 “하나의 소극적 인간학”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한다. “인간은 정치를 필요로 하고 정치적인 능력을 지닌 존재이지만 정치적인 것 자체가 그의 본
성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아렌트가 인간을 단일한 하나의 인간을 간주하는 철학적 인간학에 대해 
비판하고 있지만, 인간들에게 있어서 정치는 피할 수 없는 보편적 경험이기 때문이다.  박혁, ｢철학적 
인간학에 대한 비판｣, 글로벌정치연구, 제6권 2호, 2013, p.23.

7)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조대호 외 옮김, 길, 1094a26~b11. 
8)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천병희 옮김, 솔, 1253a1~1253a23.



며, 사회라는 것이 근대에 새롭게 등장한 현실이었다는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한 바탕이 
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는 그녀가 제시하는 인간의 조건을 밝히기 위한 사전 작업이기도 하
다.9)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에 대한 정의를 통해서 아렌트가 도출해 내는 것은 인간의 본
성이 아니라 인간의 조건이다. 인간이 단일한 유적(類的) 존재로서 인간(Man)이 아니라 언제
나 복수인(plural) 인간들(men)로만 존재하며, 이렇게 인간들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아무도 없는 곳에 있지 않다. 정치의 약속 말미
에 아렌트는 ‘왜 무엇이 존재하며 아무 것도 없지 않는가’라는 전통적인 형이상학적 물음을 
비틀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왜 누군가 존재하며 아무도 없지 않는가.”10) 아렌트는 
정치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인간이 담지한 “정치의 약속”은 무엇보다도 인간이 홀로 존재하
지 않는다는 의미를 구현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인간됨을 가능하게 해주는 가장 기초적인 조건인 복수성(plurality)을, 아렌트는 인간
의 탄생(birth)과 결부시켜서 논한다.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라는 점에서 우리의 태어남은 홀로 
이뤄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아렌트가 말하는 복수와 탄생의 의미는 단지 생물학적인 의미만을 
지니지는 않는다. 정치공동체는 하나의 진리가 아니라 다수의 의견들로 이루어진 세계로 창립
되고 유지된다는 점에서, 복수성은 의견의 다원성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인간에게 있
어서 죽음이란 사람들 사이에서 말이나 행위를 하지 않는 것임을 강조한 아렌트의 입장을 감
안하자면(아렌트가 자주 언급하는 고대 희랍적 인간관에 비춰보자면, 폴리스에 들어가지 못하
거나 추방당한다는 것, 자기의 것(idion)에만 관심을 쏟고 오이키아에서의 사적인 삶만을 영위
한다는 것은 죽음에 다름 아니며, 폴리스에 참여함으로써 산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탄생은 ‘인간적인’ 의미에서의 말과 행위를 통한 제2의 탄생을 뜻한다. 즉, 하나의 존재가 
말하고 행위함으로써 사람들 사이에서 ‘누구’로서 새롭게 주목받고 인정받음으로써 다시 태어
난다는 점에서 인간의 거듭남의 의미로서 탄생 말이다. 

간단히 말해 복수성은 정치공동체에서의 정치 활동, 즉 가장 인간적인 활동인 말과 
행위의 조건이다. 아렌트가 말하는 행위란 노동(labor)이나 작업(work)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또한 자극-반응 행동(behavior)과도 구별된다. 행위란 다수의 인간이 함께 존재하고 서로 다
른 방식으로 존재하면서 교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언제나 공동의 삶을 꾸린다는 의미에서 
정치 행위다. 그런데 아렌트가 인간의 행위 가능성이 복수로 존재하는 인간들 속에서 비롯한
다고 할 때, 그것은 사람들 사이의 동등성(equality)과 차이성(distinction)이라는 특성을 전제
하고 있다는 점을 덧붙여 지적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이 점이 소통하는 인간의 조건을 밝히는 
것이 때문이다. 아렌트는 인간의 조건에서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일 사람들이 동등하지 않다면 서로를 이해할 수도 또 이전의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으며 
미래를 계획하거나 장차 올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예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또 다
른 한편으로 사람들이 구별되지 않는다면, 즉 모든 사람들이 현재 살고 있거나 과거에 살았거
나 미래에 살게 될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면, 사람은 자신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말이나 
행위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11)  

9) Hannah Arendt, HC, 2장과 6장 참조.  
10) 한나 아렌트, 정치의 약속, 김선욱 옮김, 푸른숲, 2007, p.249.
11) Hannah Arendt, HC, pp.175~176. 아렌트의 행위에 대한 사유는 『인간의 조건』을 통해서 우리에

게 알려졌다. 근대 인간의 조건을 밝히는 이 책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사유하는 것을 주제로 삼
고 있다. 아렌트는 “인간이 갖고 있는 최고의 활동성, 그리고 아마도 가장 순수한 활동성, 즉 생각한



 아렌트가 말하는 차이성은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자신의 “누구임”을 드
러냄으로써 다른 사람과는 다른, 그 자신만의 대체 불가능한 특유함(uniqueness) 내지 그다
움(the who, whoness)을 형성한다는 특징에 있다. (참고로, 필자는 이를, 보다 특수한 의미
에서, 한 사람의 진정성의 획득이라고 칭한다.) 이것은 또한 인간이 소통하는 조건을 창출한
다. 아렌트에 따르면, 인간이 말하고 행위하는 이유는 함께 존재하는 인간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게 자신의 의사 등을 알리기 위해서다. 그런데 인간이 서로를 알리기 위해서 말
한다는 것은, 또한 서로 동등하고 같은 면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가능
성이 있으며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렌트에게 소통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고 또 어떤 식으로
든 의사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인간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
에서 이해가능성을 상정하는 소통은 인간됨의 필수품이라 할 수 있다. 소통은 인간의 내적, 
외적 현상 공간의 창출과 동시 발생적이다. 다시 말해 소통은 한 사람의 의식 안에서 벌어지
는 사유와 판단의 과정, 그리고 정치공동체 내에서의 의사소통과 공동의 판단과정이라는 공적 
공간의 활동이다. 아렌트는 동등성과 차이라는 특성을 엮어서, 우리가 모두 다르다는 점에서
만 같은 존재라고 말한다. 아렌트가 장차 인간들 사이의 차이의 문제에서 강조하는 것은 인간
의 생김새가 하나같이 다르다는 점을 뜻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각기 다른 의견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를 표명한다는 점으로부터 비롯한다는 점이다. 서로 다른 의견은 각기 다른 관
점의 인간의 인식과 지각의 한계에서 비롯하는 것이기도 하고, 한 사람의 의식 속에서도 여러 
견해가 오고가는 사유의 과정이 있다는 점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이는 ‘하나 속에 둘’(two in 
one)으로 제시된 나와 나 자신의 대화로서 사유, ‘하나 속에 셋’(three in one)으로 제시된 
사유-의지-판단으로 이루어진 정신의 삶 내부의 갈등으로 나타난다. 인간의 차이와 동등성은 
이들 사이의 상호성 내지 호혜성을 바탕으로 한 조화 가능성을 상정한다. 소위 균형 잡힌 인
간으로서 정체성 형성 말이다. 또한 정치 공동체에 속한 인간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으며 이를 이해가능성, 즉 시민들의 합의와 동의의 가능성
을 형성한다. 이 점에서 아렌트에게 인간의 사유는 소통의 일부로서 자리매김하게 되며, 인간
은 사유하고 소통하는 구체적인 시민들에 다름 아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 “인권의 역설” 속에 담긴 시민성과 인간성의 관계

아렌트가 시민으로서의 인간을 보다 분명히 다루는 대목은 전체주의의 기원 제2부 
제국주의 “제9장 국민국가의 몰락과 인권의 종말”에서 발견된다. 여기서는 보편 인권(프랑스 
혁명에서 제출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과 시민의 권리의 관계를 다루는데, 이 둘 사이의 
문제는 인간과 시민의 존재론적 선차성과 인권에 대한 재개념화를 이끌어 내는 것으로 이어진

다는 활동성은 이 책의 고찰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연구의 범위를 “이론상의 문제를 노동, 작업, 
행위에 관한 논의로 한정한다.” 결론적으로 아렌트는 인간의 삶 안에서 벌어진 두 번의 전도를 밝혀
낸다. 하나는 아리스토텔레스를 거치면서 명백하게 인간의 삶에서 관조의 우위로 관조와 활동의 위계 
수립이고, 다른 하나는 첫 번째 전도가 재전도되는 과정으로 나타난 활동적 삶 내부에서의 전도로, 
작업에 의한 행위가 잠식과, 또 노동에 의한 작업이 잠식이다. 특히 아렌트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
기 초반, 노동 우위의 위계 체계가 확립되었다고 주장한다. 아렌트는 ‘인간적인’ 행위가 고사하는 우
리 시대에 이를 어떻게 복원할지를 모색한다. 아렌트는 아이히만 재판을 경험하면서 이후 “생각한다
는 활동력”, 즉 관조적 삶을 논한 『정신의 삶』을 기획하고 쓰게 된다.



다. 만약 인간이 시민과 분리되어 정의되고, 또 시민에 보다 앞서 존재한다고 간주된다면, 예
컨대 인간 존재의 최고류와 같은 것으로 간주되는 보편 인간이 있고, 그 아래 시민이 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면, 시민의 권리는 인간의 권리에 근거할 것이다. 그렇지만 아렌트가 보기에 
인간의 권리는 시민의 권리로부터 나온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으며 양도할 수 없는 인
간의 존엄성에 기초한 인간의 권리는 실상 국가의 틀거리 안에서 한 명의 시민으로 인정받지 
않는다면 확보될 수 없으며, 나아가 시민의 권리의 박탈은 인간의 권리의 실질적이고도 완전
한 박탈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아렌트는 이를 두고 “인권의 역설”이라고 칭한다.12)

다시 말해 인권선언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사회계약론에 따르면 계약의 당사자들과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만 인권이 부여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국가에 속하지 못해서 법적 
위상을 부여받지 못한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박탈당한다. 이런 점에서 아렌트는 
인권에 대한 탈 형이상학적 이해를 도모한다. 보편 인권이 주창된 인권 선언이 상정하고 있는 
‘추상적’ 인간이란 없으며 특정한 정치공동체에 속한 시민만이 인간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
는 인간으로 간주됨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것이다.13) 예컨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무국적자
를 떠올려 보자. 아렌트는 각자의 특정한 정치적 위치를 획득할 수 없으며 특정한 정치 공동
체를 벗어난 무국적자들에게서, 인간이라는 유일한 사실에서 비롯하는 권리가 없음을 발견한
다. 이를 두고 아렌트는 ‘권리를 가질 권리’를 발탁 당했다고 말한다. 이는 다른 모든 권리를 
획득가능하게 해주는 인간으로서의 유일한 권리다. 때문에 인간들이라는 점 때문에 부여될 수 
있는 권리로서 유일한 권리라는 점에서 ‘권리를 가질 권리’란 아렌트가 재개념화한 인권의 다
른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권리를 가질 권리’란 말과 행위를 통해서 공동체를 꾸릴 수 있는 존재가 가질 수 
있는 권리, 달리 말해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권리다. ‘권리를 가질 권리’란 “어떤 사람이 
그의 행위와 의견에 의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구조 안에 살” 권리14)를 뜻한다. 다시 
말해 행위의 권리, 의견을 밝힐 권리를 말한다. 이는 자유와 평등의 권리,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등 특별한 권리가 아니라 이 모든 권리를 기꺼이 보장할 수 있는 공동체의 창립 내
지 보존, 귀속에 관한 권리다. 뿐만 아니라 인류란 다수의 인간 공동체로서 구성된다는 점에
서 한 사람이 어떠한 공동체에서도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 존재를 인류로부터 추방하는 것
이라 하겠다.15)

“우리는 평등하게 태어나지 않았다. 우리는 상호 간에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우리의 결정에 따라 한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평등하게 되는 것이다.”16) 아렌트는 우리가 인권
으로 간주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에 따른, 인간에게 당연하게 주어진 권리가 아니라는 점을 강
조한다. 한편 ‘권리를 가질 권리’가 인간의 탄생이라는 사실에서 비롯한다고 말하면서 인간의 
현실적인 자연성에 주목한다. 아렌트는 신생아가 태어남과 동시에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
에 속하면서 타인의 환영(여기서 환영의 의미는 아기를 바라보는 웃음부터 아이에 대한 보살
핌 등)을 받고 아이는 그 사회의 원리에 대해 합의하는 식으로 공동체에 속한다. 여기서 아렌

12) 한나 아렌트, 전체주의의 기원1, 이진우, 박미애 옮김, 한길사, pp.525~529.
13) 에티엔 발리바르는 아렌트의 정치철학이 ‘아르케’의 정치라고 비판하는 랑시에르와는 달리, 아렌트의 

주장에 담겨 있는 급진적인 해석하지만, 한편으로 아렌트와는 달리 ‘인권선언’이 보편인간에 대한 근
거한 특정한 인간의 배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님을 보다 분명히 강조하면서, 자유-평등 테제를 제출한
다. 이에 대해서는 진태원, ｢무정부적 시민성? : 한나 아렌트, 에티엔 발르바르, 자크 랑시에르｣, 서
강인문논총, 2013 참고.

14) 한나 아렌트, 전체주의의 기원1, p.523.
15) 한나 아렌트, 전체주의의 기원1, p.543.
16) 한나 아렌트, 전체주의의 기원1, p.540.



트는 어떤 명시적인 규범이나 규칙을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만은 아니
다. 예컨대, 방금 태어난 아기에게 말을 건네고, 또 아기가 이를 통해 그 사람들의 말과 언어 
사용에 영향을 받아 언어를 습득하는 것을 떠올려 볼 수 있다. 또한 아렌트는 아기와의 합의
는 아기가 일방적인 보내는 동조만을 염두에 두고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아기가 어른
이 되어서 자신의 말과 표현을 창조해 냄으로써 형성되는 다른 언어들의 등장 가능성, 사회의 
원리에 반대하고 새로운 사회의 원리를 창출한 가능성이 있음 역시 연장자들이 수용한다는 것
을 포함하는 합의다.17) 인간의 탄생에 담겨 있는 ‘권리를 가진 권리’는 의견의 수용과 다른 
의견의 제출, 공동체에 속하고 공동체를 재창립함을 뜻하는 것이다.

아렌트의 ‘권리를 가질 권리’가 일종의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공동체 형성 권리로 이
해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이 공동체는 공동체의 경계 내부에서든 외부에서든 
공동체의 원리를 따르지 않을 수 있는 누군가라는 의미에서의 타자에게 열려져 있는 공동체
다. 정치, 문화적으로 보자면, 특정한 공통점이나 유사성, 인접한 가까움 등 밀접한 결합을 자
아내는 요소로 인해 공동체가 형성되어 그 틀거리가 정해지더라도, 타인을 영원한 이방인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타인의 공동체에 속할 권리를 인정한다.18) (인간의 정신 활동 중 판단에 동
반되는 확장된 심성으로서 공통감의 실행이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방문하는 것으로 비유될 수 
있다. 판단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사유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은 내가 손님이 되어 타인을 
방문함으로써 내가 타인의 공동체의 속한다는 것이며, 또 이들과 내리는 공동의 판단으로서 
하나의 정치체를 꾸리는 것으로 이어진다. 즉 판단은 타인에게로의 방문을 통해, 내가 타인의 
입장에 서는 것과 더불어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지는 공동의 판단을 이끌어 낸다. 
아렌트는 common sense를 공통감과 공동체의 감각이라는 말로 동시 사용한다. 판단은 깨어
있는 공통감과 공동체 감각을 통해 활성화된다.)

정리하자면, 아렌트가 인간의 탄생이라는 사실로부터 이끌어 낸 다른 의미에의 ‘천부
인권’은 서로의 말과 행위를 통해 정치공동체를 구성하는 인간의 능력, 즉 시민성이 놓여있다. 
‘권리를 가질 권리’란 정치 공동체에 속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러한 권리는 말과 행위할 권리
를 시행함으로써 비로소 구현가능하다. 또한 행위할 권리가 정치 공동체에 속할 수 있는 권리
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말과 행위를 통해) 기존의 정치 공동체에 대한 비판과 재구성 행위
(달리 말하고 달리 행위하기, 불복종 행위를 포함한 창립과 재창립 행위)를 할 권리를 포함한
다. 그리고 다양한 공동체(인종과 민족, 문화 공동체 등)가 공존함으로써 성립되는 인류를 구
성할 권리를 뜻한다[인류에 속할 권리].

간단히 말해 아렌트는 시민들로 이뤄진 복수의 공동체 바깥에서는 인간이란 존재할 
수 없다. 시민권과 인권은 불가분하고, 인간이라는 사실에서 나오는 시민성으로부터 이 권리
들이 구현될 수 있다. 태어난 자는 태어났다는 사실에서 이미 공동체에 속하고 공동체를 유지
하며, 또 탄생에 내재한 능력에 따른 새로움의 도입에 상응하는 기존의 공동체의 질서에 대한 
비판을 통해 공동체의 재창립을 시도함으로써 다른 공동체의 형성을 마땅히 이루어 낼 수 있
다. 인간에게는 인간이 될 권리가 있는 것이다. 

17) 한나 아렌트, 공화국의 위기, 김선욱 옮김, 한길사, p.137~138.
18) 박혁은 이를 주장하기 위해 종족적 민족주의(ethnic nationalism)와 구별되는 시민적 민족주의

(civic nationalism)를 아렌트가 말한 ‘권리를 가질 권리’를 연결시킨다. 박혁, ｢인권의 역설과 ‘설리
를 가질 권리’의 의미 – 한나 아렌트의 인권개념에 대한 고찰｣, 시민사회와 NGO, 제13권 제2호, 
2015, p.168 참고.



4. ‘소통하는 시민’의 두 가지 모습

아렌트의 ‘소통하는 시민’은 ‘권리를 가질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이다. 이를 두고 필
자는 앞서 ‘인간이 될 권리’라고 표현했다. 앞선 논의에 근거한다면, ‘소통하는 시민’은 한편으
로 의사소통을 통해 합의를 수행할 수 있는 존재이면서도, 한편으로 이는 시민불복종과 같은 
형태로 다른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존재다. 만약 전자에 주목한다면, 소통하는 시민은 설득
과 동의를 통한 소통하는 권력의 창출, 즉 하버마스가 말한 의사소통에 기초한 동의로 정치체
를 유지하는 시민이다. 이렇게 본다면 아렌트가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이론과 다를 바 없는 철
학을 제시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아렌트의 주장을 단지 이렇게만 해석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후자의 측면 때문이다. 후자의 경우 기존의 권력의 정당성이 약화되고 합법적 방
식으로 시민의 견해가 권력의 작동에 반영될 수 없을 때, 기존에 유지되어 오던 법률에 대한 
위반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 경우 소통하는 시민은 우세한 입장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이 생각하는 자신의 입장과 견해를 제기하며 논쟁을 이끌어 내는 ‘저항’의 주체다. 다시 말해 
기존 권력과 시민 사이의 소통불가능 속에서 소통하는 시민은 시민 불복종 행위의 주체가 되
며, 기존과는 다른(혹은 기존의 권력에서 소멸되어 가는) 것을 다시 시작하는 행위를 수행한
다. 물론 가다머가 명령의 거부가 명령의 이해에 기초해 있다고 말했듯이 시민불복종 역시 의
사소통에 속한다. 여기서 후자가 폭력과 지배를 배제하는 다른 권력을 창출할 수 있는지는 일
단 논외로 하자. 적어도 아렌트는 시민불복종 운동 내부에서 폭력을 통한 강제와 억압으로서 
지배가 아니라, 소통을 통한 설득과 동의에 바탕을 둔 권력이 창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
히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아렌트에게 지배와 폭력은 행위를 통한 권력의 창출이 아니
라 노동이나 작업에서의 수행되는 활동을 뜻한다. 다시 말해 지배와 폭력은 동등성과 차이가 
파괴된 상황에서 자행되는 활동이며, 소통불가 상황에서 채택할 수 있는 인간의 활동이다. 때
문에 시민불복종 ‘행위’는 적어도 시민불복종을 행하는 ‘공동 의견 집단’ 내에서의 지배와 폭
력의 관계는 배제된다.)

아렌트가 사람들 사이에서의 의견을 표현하고 행위하는 사람의 특징을 한 사람이 자
신의 그다움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을 때, 아렌트가 말하는 ‘소통하는 시민’에는 보
통의 의사소통이론과는 다른 점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버마스와 같은 의사소통
이론의 소통 개념과는 달리, 아렌트의 소통 개념은 판단의 진리성 보다는 개성 표출 내지 판
단하는 사람의 삶에 대한 고유한 관점이 더 중요시 된다. 특히 아렌트는 정치의 장과 정치 행
위는 진리의 영역의 아니라고 말한다. 정치는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의견들 속
에서 가장 적합한 의견을 드러내고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아렌트에게 소통
은 합의의 도출에 무게 중심이 있기보다는 동의를 호소하고 그것에 동조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하버마스가 언어와 실재의 일치, 말하는 사람의 진실성, 
상황의 적절성이라는 세 차원의 타당성 검증을 통한 청자의 화자 수용을 소통의 중심에 놓는
다면, 아렌트에게는 공통감에 호소된 “판단자의 실존의 표현에 대한 전인적 수용”이 중시된
다. 즉 하버마스에게 시민성이란 공동의 관심에 대한 합리적 합의에 기초한 연대성에서 발견
된다면, 아렌트는 각자의 개성을 인정하는 것에 바탕을 둔다.19) 

아렌트의 소통 개념은 두 사람 사이의 대화나 공동의 화제를 둘러싼 라운드테이블에
서의 합의 도출의 모습이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 펼쳐지는 연설의 형태를 떠올리게 한다. 그
녀가 action in concert라고 칭한 것, 즉 각기 다른 존재들이 한 데 행위할 때 이루어지는 

19) 김선욱, 한나 아렌트 정치 판단이론 : 우리 시대의 소통과 정치윤리, 푸른숲, 2002, 6장 참고.



것이다. 이 과정은 한 사람이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연설하면서도 청중의 지지를 이끌어내
고 그 청중의 반응에 대한 연설의 논조와 표현이 유동적일 수 있는, 무대에서의 가수가 관객
을 향해 노래하면서 상호작용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사람
이 피타고라스가 말한 스타디움의 관객처럼 각기 다른 관점을 지닌 관찰자가 되며, 관찰자들 
사이에 공적 영역이 형성된다.20) 

‘소통하는 시민’은 개성적 행위자로서, 소통의 위치에 따라 한편으로는 연설하는 행위
자로 다른 한편은 연설을 듣는 청중으로, 소통의 내용에 따라 한편으로는 기존의 주장과 제도
에 지지와 동의를 보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판과 논쟁을 걸면서 이러한 자신의 의견과 주장
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사람이다. 

5. ‘사유하는 시민’과 ‘소통하는 시민’의 관계

‘소통하는 시민’은 어떻게 타자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 즉 타자에 
대한 호소력 획득과 동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으로 그려질 수 있다. 여기서는 토의와 토론의 
절차와 설득적인 수사의 요건들을 살피는 것 보다는, 내적 소통에 근거한 개성적 표현을 강조
하는 정치적 실존주의와 외적 소통에 강조를 둔 의사소통이론의 관계라는 아렌트 철학 내의 
쟁점으로 ‘소통하는 시민’을 둘러싼 문제를 살펴보려고 한다.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아렌트의 
철학적 여정의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는 판단이론을 통해서 잘 이해될 수 있다. 아렌트는 외부 
타자의 의식과 조우하고 반응하는 것을 통해 나 자신이 존재하며 상호 포용적 관계를 수립하
는 인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보인다. 아렌트는 ‘말하는 존재는 사유하려
는 충동을 가지고 있으며 사유하는 존재는 말하려는 충동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한다. 그런데 
이 때 사유와 결부된 말은 타인과 나누는 대화는 아니다. “사유는 소통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다.” 

반면에 판단은 “우리 영혼의 전체 장치”로, 타인의 현존을 전제하고 세계의 현실과의 
접촉과 세계의 조건에 대한 인정을, 의사소통을 동반한다.21) 이 점에서 사유하는 시민은 소통
하는 시민에 포괄된다. 아렌트는 판단을 사유의 부산물로 삼지 않는다. 아렌트는 인간들, 즉 
복수적 인간을 칸트의 정치철학 강의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지상의 존재, 공동체 안에 살고 있음, 상식의 공통감과 공동체 감각을 가지고 있음, 자율적이
지 않음, 심지어 사유를 위해서도 다른 사람의 동반을 필요로 함.”22) 

이 점에서 내면의 소통에서 근거하는 개성 표현적인 활동은, 판단이라는 정신의 활동
으로, 외적 타자와의 소통과 관계 맺는다.

먼저 앞서 언급한, 한 사람이 인간이 되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가능하다는 말을 다
른 측면에서 이해해 보자. 아렌트는 인간이라면 반드시 처할 수밖에 없는 실존적 유한성을 넘
어서려는 인간이 불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앞서 말한 말과 행위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

20) 한나 아렌트, 칸트의 정치철학 강의, 김선욱 옮김, 푸른숲, 2008, p.125, p.142~143.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을 때 소통할 수 있다. 자신의 감정, 쾌, 즐거움에 대해서 소통하면서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자신과 함께 지낼 사람을 선택한다. 판단에서 행위자와 관찰자가 
연합된다.  

21) Hannah Arendt, LM, p.99, 칸트의 정치철학 강의, p.136, p.142.
22) 한나 아렌트, 칸트의 정치철학 강의, p.67. 강조는 필자의 것.



한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의미에서의 불멸이란, 자신의 판단과 이를 드러내는 행위로서 한 인
간의 특유함이 나타나고, 이것이 타인에게 인정되고 타인의 이야기를 통해 간직됨으로써 불멸
성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렌트는 궁극적으로 한 사람의 “누구임”은 이와 같은 불멸성
의 획득을 통해서 보다 온전하게 확보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아렌트가 “이전의 사람들”과 “장
차 올 사람”이라는 시간성의 문제와 결부하여 동등성과 차이를 언급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즉 아렌트에게 정치공동체란 사람들이 공유하고 갱신할 이야기의 담지체이며, 한 사람이 죽고 
태어나는 유한한 삶 속에서 그에 대한 기억과 이야기가 출현하는 장이다. 

그러나 아렌트는 한 사람이 인간이 되는 것에 실패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일종의 소통의 불가능성을 간과하지 않는다. 아렌트는 말과 행위가 이뤄지는 사람들 
사이의 공간을 현상공간이라 부른다. 이는 한 개인의 의식의 복수성이 펼쳐져 있는 의식의 공
적 공간, 다시 말해 사유의 과정에 대한 은유이기도 하다. (앞서 말했듯이 내부의 공적 세계와 
외부의 공적 세계의 구조적 연관성과 유사성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 영역이 실체화되고 불변하는 공간이 아니라, 말하고 행위하는 사람들의 잠재력 덕분
에 형성되는 공간이기에 그 잠재력이 없어진다면 곧장 사라지는 공간이라는 것이다. 인간이 
차이성과 동등성의 성격을 담보하는 복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행위 능력이 파괴
되며, 이는 곧 현상공간의 파괴를 뜻한다. 다시 말해 인간 사유의 무능은 한 사람의 그 다움
을 형성하는 데 말과 행위의 실패를 이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유의 활성화가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현실의 공동체와 타인의 의견의 도움 없이
는 이루어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하고 자신들의 견해를 공개적으로 표
출하는 권리를 가진 곳에서만 의견이 형성된다. 반면에 어느 누구라도 다른 사람이 제기한 수
많은 의견의 도움 없이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수 없다.”23)

아렌트는 전체주의가 인간의 행위 능력을 말살했다는 점을 언급하는데, 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의 복수성을 말살했음을 비판하는 것이다. 우리는 아렌트를 따라, 유대인 
절멸과 나치의 ‘인류에 대한 범죄’가 뜻하는 바를 이처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전체주의의 
기원 마지막 장에서 아렌트는 전체주의적 인간의 특성으로서 외로움과 전체주의를 넘어서는 
개념으로서 탄생성을 언급한 것은 복수로 함께 존재하는 것이 인간됨의 바탕이 됨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아이히만을 통해서 이러한 범죄의 핵심에는 ‘무사유’가 있었음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이후에 본격적으로 기획된 인간의 ‘정신의 삶’에 대한 탐구는 
사유, 의지, 판단이라는 세 차원의 활동을 순차적으로 다룬다. 아렌트는 아이히만의 말하기의 
무능에서 사유의 무능을, 사유의 무능에서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데 무능함을 지적한다. 
우리는 아렌트가 하이히만과 “어떤 소통도 불가능하다. 이는 그가 말과 다른 사람들의 현존을 
막는, 따라서 현실 자체를 막는 튼튼한 벽으로 에워싸여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말한 점을 눈
여겨 보아야 한다. 아렌트는 현실을 가로막은 아파르트헤이트 장벽이 현실성을 결여한 관청용
어와 상투어 덕분에 형성되었다고 말한다. 유대인들을 게토에 몰아넣고 나아가 절멸하려 한 
아이이만은 자신만의 ‘세계’ 속에서 자신의 말과 행위의 능력을 절멸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엇이 아이히만을 현실성 결여와 무사유에 머물게 했던 것일까. 달리 말해 한 사람

23) Hannah Arendt, OR, p.29. 강조는 필자의 것.



의 사유하지 않음과 사유함 사이에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타인과의 소통, 그리고 그것을 통
해 활성화되는 상상력의 증진, 이로부터 작동되는 우리의 판단력이다. 먼저 아렌트는 “허풍이 
아이히만을 파괴한 악덕”이었다고 말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 4권 말미에 
교제와 관련한 탁월성과 거의 같은 것들에 관련하는 탁월성을 설명하면서 허풍에 대해 다룬
다. 그에 따르면 허풍선이는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있지도 않는 것을 부풀리는 것을 말한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 현실성을 결여한 말들을 늘어놓는 것이다. 그렇지만 아렌트는 이것이 일
반적인 악덕이라면 “더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아이히만의 성격 결함은 타인의 관점에서 바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이 능력은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 
것일까. 이 능력은 타인의 관점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이루어지는 나와 나의 대화에서 촉진되
는 능력이 아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타인과의 소통을 통해서 형성된다.

아렌트는 아이히만 재판을 기록하면서, 아이히만의 무사유와 그에 따른 행동을 중단
할 수 있었던 여지를 아이히만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그뤼버 감독관의 이야기를 통
해서 제시한다. 개신교 목사이면서 히틀러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인 그뤼버 감독관은 독
일계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빵의 운송 등에 관해 아이히만과의 여러 차례 
협상을 진행한 사람이다.24) 그렇지만 아렌트는 이 사람이 참다운 의미에서 말의 쓸모를 시험
해 보는 의무를 방기했다고 말한다. 이는 아이히만과 협상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한 말의 쓸모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아이히만에 대해서 차갑거나 아첨하는 사람
이라는 식으로 보였다고 평가하면서 아이히만 재판에 결정적인 증언자 역할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아이히만에게 ‘영향력을 주거나 목사로서 그의 감정에 호소하고, 설교하고, 그의 행
위가 도덕성에 모순된다’는 점을 말한 적이 없다는 진술에 주목한다. 즉 말의 쓸모란 인간적
인 의미에서의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의 가치 판단을 담은 의견을 전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설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뤼버 감독관은 나치에 반대하는 자신의 견해를 
아이히만에게는 전하는 것이 “말해 보았자 쓸데없”을 것이며 “행동이 말보다 더 효과적”이라
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한다.  

아렌트가 여기서 “시험해 보는” 것이라고 말한 것을 눈여겨보자. 아렌트가 칸트의 반
성적 판단을 도덕 내지 정치 판단에 적용하면서 논한 것에 비춰 보자면, 우리의 말의 쓸모가 
예상할 수 없고 이례적인 상황에서 어떤 보편적인 것을 이끌어 내려고 하는 시도 속에서 활성
화되는 판단 과정 속에 있는 것임을 뜻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아렌트
는 “대화를 실제로 나눈다는 것은 사고의 확장을 위해서도, 또 자신의 관점을 제대로 수립하
는 데에도 필수적인 것”25)이라고 말한다. 이 점에서 사유는 판단, 즉 타인의 설명을 들으면서 
자신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서서 사태를 이해할 수 있는 확장된 심성을 전제로 이
루어지는 것이다.  

아렌트에게 있어서 ‘소통하는 시민’은 자기 자신과의 대화로서 소통한다는 의미에서 
사유하는 시민이지만, 무엇보다도 그가 자기 밖에 있는 현실적인 타인과의 대화와 토의, 논쟁
이라는 외적 소통의 계기 속에서 현실성을 갖춘 사유를 수행하는 시민이다. 아렌트는 시민불
복종이 내면의 주관적인 소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표명됨으로써 공통으로 의견을 함께 하
는 것으로부터, 타인에게 설득력을 갖는 것을 그 핵심으로 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도 이 때
문이다.26)

24) 한나 아렌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p.201~204.
25) 한나 아렌트, 칸트의 정치철학 강의, p.93
26) 아렌트는 사유의 탈(脫) 세계적 성격,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양심의 무정부적 본질과 양심과 열광주



6. ‘소통하는 시민’을 바탕에 둔 한국의 시민-인성 교육에 대한 제언   

지금까지 아렌트의 소통하는 시민에 대한 논의를 살펴 본 이유는, 한국의 인성교육과 
시민교육의 최근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시민-인성 교육이라는 현실에서 아렌트 철학에서 이 
개념의 철학적 토대를 보충하면서 그로부터 우리의 교육이 참조할 지점이 있을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였다. 법제화를 둘러싼 구체적인 논란 보다는 이 논란 와중에 제시된 인성교육과 시민
교육의 개념적 연결 내지 통합에 집중한 것이다. 물론 이와 유사한 시도는 이미 ‘시민적 인
성’, 혹은 ‘인성 교육에 대한 시민성 접근’, ‘사람다움과 시민다움의 조화를 통한 민주적 시민’
에 대한 논의로 전개된 바 있다.27) 이 연장선에서 최근 법 개정을 위한 제언에서 ‘인성’과 ‘민
주시민의식’을 통합하는 대안을 모색하면서 ‘인성-시민성 교육의 연계 모델’을 구체화하고 있
다. 일례로 이 모델은 시민성, 주인의식, 숙의성을 인성에 포함하는 것을 바탕에 둔 인성-시민
성 교육 연계 모델을 중심으로 인성교육진흥법안의 개선방안을 제안한다.28) 그렇지만 한국의 
시민 운동과 시민성 개념의 활성화 속에서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는 아렌트의 철학 속에서 
이에 대한 접근을 본격적으로 시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두에 밝혔듯이, 아렌트 철학을 바탕으로 시민-인성 교육은 ‘사유하는 시민’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도덕성과 시민성의 조화, ‘좋은 사람’과 ‘훌륭한 시민’의 밀접한 연결 속에서 
제시된 바 있다.29) 지금까지 아렌트 철학에 바탕을 둔 시민-인성 교육에 대한 모색은 방법에 
있어서 스토리텔링, 교육의 대상으로서 공적 활동, 교육 주체인 학생의 능력을 증진 강화하는 
맥락에서 탄생성 개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사례 연구로는 학교 폭력과 악의 평범성에 대
한 비교 등으로 수행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글은 아렌트 철학과 시민-인성 교육의 만남으로서 다음과 같은 점
들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아렌트 철학 내부에서 보자면 사유하는 시민 보다는 ‘소통하는 시
민’ 개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그렇다면 인성 교육에서 인성-시민 교육으
로의 전환이 단지 인성의 덕목에 시민의 갖춰야할 몇가지 덕목을 추가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소통 교육의 차원에서 모색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셋째, 소통은 구체적 상황 속에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끊임없는 사유와 판단의 표현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사유와 
판단은 구체적인 타자와의 현실적인 소통을 통해서만 신장되는 것은 물론이고 현실화된다. 소
통 교육은 현실에 대한 감수성의 증진과 건전한 토론과 합의의 도출을 꾀하는 것에 그치지 않
는다. 소통 교육이 표현, 대화, 토론과 토의, 합의 등을 학습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소
통하는 시민’이 기존의 권력과의 소통불가능성의 상황에서 논쟁과 저항을 촉발하는 다른 방식
으로서 소통 수행한다는 점에서 소통 교육에 이 역시 포함되어야 함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의와의 결합을 경계한다. 사유와 양심의 이런 특성은 한편으로는 이것들이 다른 사람들의 말로 쉽사
리 채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는 다른 한편으로 사유와 양심이 다른 사람들의 말 속에서 
일깨워질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양심에 따른 행위라는 것이 공적 영역의 활동으로 
나타낼 때 이것은 공통의 의견의 형성과 결부되어 있다는 점에서 실상 타인에 대한 설득 작업을 반드
시 포함한다. 

27) 이혜진, ｢시민적 인성 함양을 위한 도덕과 교수학습 및 평가 방안｣, 도덕윤리과교육연구 제62권, 
2019. ; 심성보, ｢인성교육에 대한 “시민성” 접근｣, 교육비평, 제36권, 2015 등. 

28) 채진원, ｢인성교육진흥법의 개정방안 논의 : 인성-시민성의 연계모델을 중심으로｣, 분쟁해결연구, 
제16호 1권,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2018 참고.

29) 천명주, ｢한나 아렌트의 ‘사유하는 시민’과 도덕교육적 방법｣, 윤리교육연구, 제28집, 2012.  천명
주, ｢한나 아렌트의 공적 행복과 도덕 교육적 함의｣, 윤리교육연구, 제34집, 2014 참고.



다. 그리고 이러한 소통 교육이 이야기하기 교육으로 구체화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아렌트는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기라는 방식으로 제시했다. 우리는 과거와 미래 사

이에서 아렌트가 언급한 르네 샤르의 레지스탕스 경험에 관한 이야기 속에서 이 점을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샤르가 레지스탕스 시절 얻었던 무엇보다도 값진 것은 그 경험 동안에 사람
들이 각기 자신을 발견하고, 서로에게 숨김없이 자신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었다고 전한다. 
이 자유는 당연히도 공적 영역의 창출과 함께 이루어졌으며, 모든 권위, 가면을 벗어던지게 
했다고 말한다.30) 그렇지만 아렌트는 좋은 시민이자 참된 인간으로서의 경험인 ‘값진 유산’이 
말로 명명되고 이야기로 보전하는 작업이 없다면, 그것은 이내 사라지고 만다는 점을 우리에
게 환기시킨다.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공적 행복, 즉 공적인 삶에 참여함으로써 얻은 경험의 
차원과 이 과정에서 얻게 되는 자신의 진정성은 이야기라는 매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다. 이런 점에서 아렌트에 따르면, 소통하는 시민의 교육이 주인의식과 신중함, 시민성이라는 
추상적 가치를 인성교육의 항목에 포함시킨다고 할 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은 자신과 타
인의 경험-고통과 기쁨-을 이야기하고 읽는 교육 방식으로 모아질 것이다.

이야기는 사유와 판단을 매개하고, 개인과 공동체를 매개하는 소통 형식이다.31) 이야
기를 듣거나 읽고 말하거나 짓는 과정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개연성에 따른 이해가능
성을 중시함과 동시에, 그것이 단순한 기술적 행위와는 다르다는 점에서 옳고 그름과 좋고 나
쁨에 대한 판단과 상상력의 작동, 정서적 공감의 증진을 포함하고 있다. 때문에 이야기 짓기
와 읽기 과정은 전달과 표현을 통한 소통, 경청과 이해를 통한 상호 존중의 태도, 토론과 조
정을 협력의 태도로서 시민적 덕성의 육성을 도모한다. 나아가 중요한 것은 이야기하기는 자
신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이는 예컨대, 아렌트의 라헬 파른하겐에서 보여지듯이 반드시 자
신을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할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는 의
미에서의 인성을 형성하도록 해준다는 점이다. 물론 자신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 나를 둘러싼 
세계를 구성하는 다른 사람들과 그들의 생각이 고려된다.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나의 행위와 
타자의 행위의 적절함이 평가되는 과정을 동반한다. 그러나 이야기하기가 중요한 이유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삶에 깃든 의미를 모색할 수 있으며, 이는 지난 온 날과 다가올 날들의 
역사적 상황 속의 지금에 자신을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소통하
는 시민’의 교육에서 이야기하기 교육에 대한 관심은 자신의 삶의 의미를 성찰하는 과정에서 
사회와 역사적 관계 속에 자리한 한 사람으로 자신을 조성하는 참된 의미의 인성 교육을 도모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30) 한나 아렌트, 과거와 미래 사이, p.9, p.12.
31) 홍원표, ｢언어행위와 공공영역 : 대화, 논쟁, 이야기하기를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2집 1

호, 2004. p.107~110.



「한나 아렌트의 ‘소통하는 시민’과 시민-인성교육의 쟁점들
: 국내 아렌트 철학 수용과 현황을 배경으로」(김세원)에 대한 

토론문

                                                          윤 성 우(한국외대)
 
1. 김세원 선생님(이하에서는 ‘저자’)은 1절에서 “특정한 사람이 되는 것과 시민이 되는 것의 
상호불가분함”을 말하고 있다. 흥미로운 대목이다. 시민들의 조직화된 공동체인 폴리스가 개
성의 현상 공간이라고 말한 아렌트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지점이다. 여기서 ‘특정한 사람
이 되는 것’이란 고유한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것, 각자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라고 말해도 좋
은가? 하이데거적으로 ‘본래적 존재’ 말이다. 아렌트와 하이데거의 차이점이 극명해지는 지점
은 바로 여기가 아닐까 싶다. 그런 사람을 ‘시민’으로 부를 수 있는 철학이 아렌트의 그것이
고, 부를 수 없는 철학이 하이데거의 그것일 것이다. 

2. 저자는 2절에서 “아렌트가 폴리스를 인간 본성에 따라 반드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았으며, 정치체의 소멸 가능성과 그와 더불어 정치체의 형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와 견해를 달리 한다”라고 말한다. 토론자는 정치체의 소멸 가능성은 다원적/
복수적 인간들 사이의 소통의 소멸 가능성과 운명을 같이 할 것이라고 본다. 거꾸로 정치체의 
탄생이나 형성은 소통의 탄생이나 형성과 궤적을 같이 할 것이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 어떤 
상황에서, 더 이상 소통할 수 없게 되는가? 아렌트의 생각과 저자의 생각을 같이 듣고 싶다.

3. 5절에서 저자는 “아렌트에게 있어서 ‘소통하는 시민’은 자기 자신과의 대화로서 소통한다
는 의미에서 사유하는 시민”으로 규정하고 그를 “자기 밖에 있는 현실적인 타인과의 대화와 
토의, 논쟁이라는 외적 소통의 계기 속에서 현실성을 갖춘 사유를 수행하는 시민”으로 견인하
려고 한다. 흥미로운 점은 ‘사유하는’과 ‘사유를 수행하는’의 구분과 차이점이다. 사유의 내면
과 외면인가? 저자의 추가적인 설명을 듣고 싶다.  

4. 6절의 제목이 “ ‘소통하는 시민’을 바탕에 둔 한국의 시민-인성 교육에 대한 제언”인데, 실
제로 한국적인 시민-인성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제언이 있기를 고대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현
실적인 언급이 없어서 아쉽다. 보완과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략적이라도 저자의 생
각이 궁금하다. 

5. 아렌트에게서 악의 평범성이 “타인의 관점에서 사유하는데 무능력”, 즉 자신이 타인에게 
가하는 짓거리가 무엇인지를 알지하지 못하는 자각의 결여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언어의 장
애, 소통의 장애, 현실에 접근하는 (인지의/자각의) 장애가 놓여 있음이 틀림없다. 거꾸로 타
인과의 진정한 소통이란 타인의 처지에 대한 호소와 말을 나의 처지에 대한 호소와 말과 동등
한 자격으로 고려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일일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소통이란 악의 평범
함에 저항하는 좋음/선의 회복이자 구현일지도 모른다. 아렌트의 사유가 내 안의 다원성/복수
성에 대한 발견과 자각에서 출발한다면, 내 밖의 타자들의 타자성/다름, 외재적 다원성/복수
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그녀가 말하는 사유의 종착점으로 간주할 수는 없을까? 



6. 아렌트가 소통의 철학자라는 입장을 반드시 지지해 줄만한 대목을 찾아야만 한다면 논평자
는 다음의 구절을 제시하고 싶다. 저자와 청중의 생각이 궁금하다.

“ 오히려 핵심은 아무도 혼자서는 경험으로 객관세계를 그 완전한 모습 그대로 적절히 파악할 
수 없다고 우리가 알고 있다는 데 있다. 왜냐하면 세계는 항상 한 사람에게 오직 하나의 관점
에서만 자신을 보여주고 드러내기 때문인데, 이 관점은 세계 속에서의 그의 관점에 상응하며 
그것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세계를 진정으로 있는 그대로 보고 경험하기
를 원한다면, 그것은 세계를 수많은 사람이 공유하고, 그들 사이에 있고, 그들을 분리시키는 
동시에 그들을 연결시키면서 있는 어떤 것으로서 이해하는 방법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된다. 
세계는 사람마다 다른 모습을 드러내며, 수많은 사람들이 관점에 관해서 말할 수 있고, 서로 
더불어 그리고 서로 대립하면서 의견과 관점을 교환할 수 있는 한 이해할 수 있다. ... 진정한 
세계에 산다는 것과 그것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일한다” 
(아렌트, 『정치의 약속』, p. 171, 강조는 논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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