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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지능: 현대적 접근방식의 서사 분석*
1)

구자현 (영산대학교)

[국문요약]

이 논문은 인공 지능 분야의 교재인 인공 지능: 현대적 접근방식에 대한 서

사 분석을 수행한다. 이 교재는 내적 서사와 외적 서사를 갖추고 있어서 서사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이 교재의 수사학적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이 논문은 피

셔의 서사적 패러다임에 따라 이 교재의 서사적 개연성과 충실성을 분석한다. 
서사적 개연성은 구조적 일관성, 성격적 일관성, 자료적 일관성으로 표출되고 서

사적 충실성은 진실성과 신뢰성으로 나타난다. 이 교재는 신생 인공 지능 분야

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잡고, 인공 지능의 다양한 방법과 분야를 체계적으로 배

열하여 구조적 일관성을 성취한다. 또한 이러한 전공 교재를 구성하기에 적절한 

최신의 자료들을 포괄적으로 제시하여 자료적 일관성을 성취한다. 또한 합리적

인 행위자라는 캐릭터가 다양한 방법으로 인공 지능을 구현함으로써 일관되게 

서사를 이끌어간다. 또한 이 교재는 해당 분야에서 통용되는 신뢰할 만한 논문

과 저술로부터 정확한 내용들을 가져와서 진실성을 높이고, 새 분야를 수립하기

에 적합한 개론적 교재가 됨과 동시에 ‘참고 문헌과 역사적 언급’을 통하여 심

화학습의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신뢰성을 성취한다.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A2A03046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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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30일 07-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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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입 

인공 지능 분야의 약진이 세상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딥 러닝

을 중심으로 한 접근법이 인공 지능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가고 있

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된 이론적 발전 속에서 인공 지능 분야

는 몇 차례의 침체기를 겪었지만 연구에 헌신한 소수 연구자들의 지

속적인 노력과 컴퓨터 성능의 개선에 힘입어 오늘날 새로운 봄을 맞

이하고 있다(세즈노스키 2019, 322-27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 지능 

분야는 여전히 새롭게 형성되는 학문 분야가 가진 체계의 미약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110개국 1,600개 이상의 대학에서 사

용되고 있는 교재 인공 지능: 현대적 접근방식(Artificial Intelligence: 

A Modern Approach)1)은 개념의 정돈을 통하여 인공 지능 분야를 하

나로 정립시키려는 시도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 신생 분야의 공학 교재를 서사 분석함으로써 이 

공학 교재의 수사적 특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 공학 교재의 서사 

분석을 통해 이 책이 공학 교재로서 서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부여받

고 있는지, 서사를 통해 신생 분야로서 인공 지능을 어떻게 규정짓고 

있는지, 이 책이 가진 특성과 장점은 교육적으로 이 교재를 어떤 서

사 속에 자리매김하고 있는지를 가늠하고자 한다. 

1) 국내에 번역서가 나와 있지만 이 논문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은 원서이

기 때문에 번역서는 참고만 했다(스튜어트 러셀 & 피터 노빅 2016, 1권, 
x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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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고찰 

1) 피셔의 서사적 패러다임 

서사 분석은 인간이 타고난 이야기꾼 즉 ‘이야기하는 인간’(Homo 

narrans)이라는 개념에서 비롯된다. 서사는 일정한 논리나 관습에 따라 

사건들을 배열한 것이므로 거기에는 시간의 계기성과 사건의 인과성

이 있다(강헌국 2004, 44). 여기에서 사건은 한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

로 전이에 해당한다(발 1999, 16). 사람은 서사를 창출하는 존재이자 

서사를 향유하는 존재이다. 서사는 인간이 의미와 가치를 창출하는 

주된 방식이다. 서사는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이자 사회에 참여하는 

방법이다(Foss 2009, 307). 서사는 소설, 역사, 만화, 영화, 연극, 오페

라, 발레, 서사시 노래뿐 아니라 별로 서사적이지 않아 보이는 그림, 

사진, 건물, 조각 등 온갖 인공물에서 발견된다. 우리의 생애 서사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의미 있는지를 밝힌다는 점에서 우리의 정체성

을 구성한다. 

서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이상의 사건이 시간상으로 인과

적으로 연결되어 통일된 주제에 대한 진술이 되어야 한다. 하나의 사

건의 발생이 다른 사건의 원인이 되거나 다른 사건의 발생에 어떤 식

으로든 관여를 해야 서사가 된다. "아궁이에 불을 때자 굴뚝에서 연

기가 났다."와 같이 아궁이에 불을 때는 사건과 굴뚝에서 연기가 나

는 사건이 시간상으로 전후가 있고,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

다. 그리고 맥락상 두 사건이 결합하여 하나의 통합된 상황에 대한 

진술이 되어야 서사가 될 수 있다(Foss 2009, 307-308). 

서사를 인간 본성과 의사소통에 대한 철학적 관점으로 확장시킨 것

이 피셔(Walter Fisher)의 서사적 패러다임이다. 서사적 패러다임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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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통뿐 아니라 인간의 본성과 언어의 심층적 영역까지 성찰한다

(Fisher 1986, 90). 서사적 패러다임에서 의미는 언어 관습뿐 아니라 

역사, 문화, 개성의 문제이다. 피셔는 인간의 일상적 의사소통이 논증

의 범주에서 벗어나더라도 왜곡되는 것이 아니며 문화적으로 허락되

는 ‘좋은 이유’(good reason)들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의 가치에 부합하

는 생각과 행동을 유발하면 성공한 것이라고 본다(Fisher 1986, 91). 

서사적 패러다임은 우리의 삶이 이야기임을 강조한다. 인간은 본래 

이야기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인식하는 능력을 갖춘 존재이다(Fisher 

1986, 24). 인간은 인생을 이야기의 연속으로 이해한다. 더 나아가 인

간은 모든 형태의 의사소통을 이야기, 즉 순서 속의 사물로 이해한다. 

이 가운데에서 피셔는 서사적 합리성을 주장한다. 그의 서사적 합리

성은 인간의 의사소통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준으로 개연성

(probability)의 원리에서 나오는 일관성(coherence) 세 가지와, 충실성

(fidelity)의 원리에서 나오는 진실성(truthfulness)과 신뢰성(reliability)을 

요소로 한다(Fisher 1986, 48). 

개연성은 문학 작품이나 삶에서 개별적 사상이나 행동의 연속에서 

나타나는 서사의 형식적 특징이다. 개연성에서 파생되는 일관성에는 

구조적 일관성, 자료적 일관성, 성격적 일관성이 있다. 구조적 일관성

은 모순이 없이 짜인 사건의 연속으로 하나의 주제를 전달해야 함을 

가리킨다. 자료적 일관성은 서사가 다루는 소재가 하나의 주제를 중

심으로 응집성을 가져야 함을 가리킨다. 성격적 일관성은 등장인물인 

캐릭터가 사람이건 사물이건 주제의 전달을 위하여 맡겨진 임무에 충

실해야 함을 가리킨다(Borchers 2006, 161). 서사 속에서 캐릭터는 성

격이 일관되어야 혼란을 피할 수 있다.

내용면에서 서사적 합리성이 요구하는 충실성은 진실성과 신뢰성을 

충족시켜야 한다. 진실성은 서사가 얼마나 참된 사실에 기초했는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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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신뢰성은 서사가 추구하는 ‘논리’의 충족 여부를 

측정한다. 피셔는 ‘논리’를 수사적 상호작용에서 추론의 요소들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서 도움을 줄 체계적인 절차의 합이라는 의미로 쓴다. 논

리는 ‘좋은 이유’를 얼마나 잘 제시했는지의 여부로 평가된다. 좋은 이

유란 수사적이라고 고려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의사소통에서든 충고를 

받아들이거나 고수할 근거를 제고하는 요소이다(Fisher 1986, 107). 

2) 공학 교재의 서사 

메리엄-웹스터(Merriam-Webster) 사전은 공학(engineering)을 ‘물질의 

특성과 자연의 에너지원을 인간에게 유용하게 만드는, 과학과 수학의 

응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2) 폴킹혼(D. E. Polkinghorne)은 서사가 매

순간의 경험과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도식이라고 

보았다(폴킹혼 2005, 39). 그러므로 공학도 인간의 경험과 행위의 산

물로서 서사에 의해 의미를 부여받음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공학은 

본질적으로 서사 속에 있다. 문제 인식은 곧 필요에 대한 지각이며 

문제 인식은 탐구로 이어지며 탐구의 결과는 문제의 해결이나 미결로 

귀착된다. 문제의 미결은 그것으로 종식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

제 인식을 유발하고 같은 과정을 반복하는 시발점이 된다. 

공학 교재는 기본적으로 특정 공학 분야의 전문가가 해당 분야의 

심화된 지식이 부족한 초보자들에게 해당 분야의 토대가 되는 지식을 

가르치는 목적으로 쓰인 저술을 말한다. 교재는 해당 학문 분야의 구

조를 정립하고 핵심적인 지식을 모두 망라할 뿐 아니라 지식의 범주

를 구획하며, 해당 학문 분야에서 사용되는 탐구 방법론을 전수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학 교재는 서사를 가

2) https://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engineering (검색일: 202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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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수밖에 없다. 공학 교재에서 서사는 다른 인공물에서와 같이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

첫 번째 서사는 텍스트 자체가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내적 서

사이다. 내적 서사는 인과적 전개나 시간적 전개를 통해서 사건과 사

건이 연쇄되는 서사의 속성이 텍스트에서 실현되어 있는 것이다. 통

상적으로 교재는 서문을 통하여 이 교재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설계되었는가를 제시한다. 이는 교육적 맥락에서 논의되는 서사

로 교재의 교육적 가치를 제시하기 위함이다. 또한 많은 교재들이 해

당 분야의 연구사를 제시함으로써 주요 개념들의 등장 과정과 변천 

과정을 사건의 연쇄로서 제시하는 서사를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 교재에서 다루는 주제가 어떤 점에서 가치가 있는가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사적 맥락의 서사는 중요한 도구로서 공학 교재에서

도 활용된다.  

두 번째 서사는 인공물에서 형식적으로 서사가 표출되지 않더라도 

인공물을 대하는 사람의 의식 속에서 구성되는 외적 서사이다(구자현, 

2017, 270-271). 이렇게 의식에서 구성되는 외적 서사는 공학 교재의 

경우에 구조적 맥락, 연구적 맥락, 교육적 맥락에서 파악될 수 있다. 

구조적 맥락에서 서사는 책을 구성하는 내용들이 하나의 구조를 이

루도록 배열됨으로써 독자의 마음에 구성되는 것이다. 교재의 논의가 

순서대로 독자에게 전달될 때 그 구조가 하나의 인과적 연관성을 가

지고 흐름을 형성하면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다. 

연구적 맥락에서 서사는 해당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의 진척 속

에서 해당 교재가 차지하게 될 역할을 고려할 때 독자의 마음에 구성

된다. 교재에 소개된 지식이 형성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 왔는가

를 독자가 알고 있기 때문에 교재에서 소개되고 있는 개념과 주장이 

이러한 맥락에서 어떤 입장을 저자들이 표방하는가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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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 맥락에서 서사는 해당 분야의 지식을 가르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이 있었고 현재와 같은 모습의 교재가 완성되었다는 측면에서 독

자가 교재를 읽을 때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서사적 맥락에서 

해당 교재 교육적 의미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구자현 2016, 419). 

3. 공학 교재의 서사 분석 

1) 공학 교재의 서사적 개연성 

(1) 구조적 일관성 

피셔의 서사적 패러다임에서 서사적 개연성을 이 교재가 어떻게 충

족시켜 나가는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먼저 서사적 개연성을 충족

시키기 위한 세 가지 일관성을 검토해 보자. 

먼저 구조적 일관성을 검토하기 위한 책의 구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조적 맥락에서 이 책은 인공 지능의 전 분야를 체계적으로 망라하고 

조직적으로 배열함으로써 신생 분야의 개념적 구조를 창출하고 있다. 

이 책은 2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크게 7부로 나뉘어져 있다. 1부(1~2

장)는 ‘인공지능’이라는 제목으로 인공 지능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고, 2

부(3~6장)는 ‘문제 풀이’라는 제목으로 지식 기반 이전의 문제 풀이 전

략을 사용하는 방법들을 소개한다. 3부(7~12장)는 ‘지식, 추론, 계획’이

라는 제목으로 지식을 바탕으로 논리적 추론을 수행하고 계획을 수립하

는 지능적 행위자에 대한 논의를 한다. 4부(13~17장)는 ‘불확실한 지식

과 추론’이라는 제목으로 환경에 대한 정보가 미비하고 행위의 결과에 

대한 예측이 결정적이지 않은, 보다 실제적인 상황에서 지식 기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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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운용하는 문제를 다룬다. 5부(18~21장)는 ‘학습’이라는 제목으로 

학습을 통해 경험치를 늘려감으로써 모형을 구축하는 다양한 방법을 소

개한다. 6부(22~25장)는 ‘의사소통, 인식, 행위’라는 제목으로 자연어 처

리와 컴퓨터 시각, 로봇공학 등 실제적인 응용을 취급한다. 7부(26~27

장)는 ‘결론’이라는 제목으로 인공 지능에 대한 철학적 논의와 현재 진

단과 미래 전망을 제시한다(Russell and Norvig 2016, xiii-xviii). 

각 장의 내용이 어떻게 각 부를 구성하게 되는지를 좀 더 세부적으

로 살핌으로써 구조적 서사성에 접근해 본다. 인공 지능을 소개하는 

1부의 1장은 인공 지능이라는 주제에 대한 소개이다. 사고를 이해하

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지적 존재를 제작하려는 것이 인공 지능이라는 

최신 분야임을 밝힌다(Russell and Norvig 2016, 1). 1부의 2장은 지능

적 행위자(intelligent agent)에 대하여 논의한다. 책 전체에서 논의하게 

될 행위자의 기본 개념을 논의하고 인공 지능에서 추구하는 합리적인 

행위자는 무엇인지 정의한다(Russell and Norvig 2016, 36). 

2부의 핵심어인 탐색이란 목표에 도달하는 행위(action)의 열을 찾

는 과정을 말한다(Russell and Norvig 2016, 66). 3장에서는 문제에 대

한 해법이 항상 고정된 일련 행위를 탐색하는 경우만 다룬다. 4장은 

3장에서 채용된, 관찰 가능하고 결정론적이고 알려진 환경이라는 제

한을 풀어 실제 세계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탐색에 대해 알아본

다. 2부의 5장은 적대적 탐색으로 다른 행위자가 적대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세상에서 미리 계획을 세우려고 할 때 생기는 문제를 다룬다. 

2부의 6장은 ‘제약 만족 문제’(CSP)를 다루는데 3장과 4장에서 상태를 

원자적으로 보고 탐색한 것과는 달리 상태를 여러 변수의 집합으로 

표현하고 해당 변수에 가해진 제약을 만족시키면 문제가 풀린다는 관

점으로 접근한다(Russell and Norvig 2016, 202). 

지식 기반 추론을 다루는 3부는 우선 7장에서 명제 논리를 도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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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연역하는 행위자를 설계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이런 논의의 토대

는 행위자의 선행 지식을 망라하는 ‘지식 기지’(knowledge base)와, 기

존의 문장에서 새 문장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수행하는 ‘추리 메커니

즘’이다. 3부의 8장과 9장은 명제 논리보다 표현력이 더 좋은 1차 논

리에 대해 다룬다. 8장은 객체와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1차 논리를 

개관한다(Russell and Norvig 2016, 288). 9장은 1차 논리의 논리적 추

론을 분석하고 그것을 수행하는 다양한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3부의 

10장과 11장은 계획 수립을 다룬다. 10장은 고전적 계획 수립이 주제

로 완전히 관찰 가능하고 결정론적이며 정적인 환경에서 단일 행위자

의 행위를 계획하고, 11장은 실제 세계에서의 계획 수립이 주제로 부

분 관찰 가능하고 확률론적이며 동적인 환경에서 여러 행위자의 행위

를 계획한다. 3부의 12장은 1차 논리를 사용하여 실제 세계의 가장 

중요한 측면들인 행위, 공간, 시간, 생각 등을 표현하는 법을 살펴본

다(Russell and Norvig 2016, 437). 관련된 논의는 1차 논리를 뛰어 넘

어 서술 논리(descriptive logic)로 확장된다. 

불확실성을 다루는 4부는 우선 13장부터 15장까지 확률론을 실현하

는 베이즈 네트워크를 다룬다. 13장은 불확실한 세계에서 추론하는 

방법으로 확률 이론은 도입한다. 그 기초로서 베이즈 규칙과 소박한 

베이즈 모형을 소개한다. 14장은 확률 추론을 주된 내용으로 삼아 베

이즈 네트워크를 배우는 것이 목적이다. 베이즈 네트워크는 부모 노

드에서 자식 노드로 화살표가 연결됨으로써 만들어지는 비순환 그래

프이다. 15장은 시간 분포를 보이는 확률 추론을 다룬다. 확률론을 써

서 적게 아는 경우에도 현재를 해석하고 과거를 이해하며 미래를 예

측한다(Russell and Norvig 2016, 566). 4부의 16장과 17장은 결정 이론

을 다룬다. 16장은 일회성의 단순한 결정을 위하여 효용 이론의 기초

를 다룬다. 효용 함수를 결과의 질을 측정할 기준으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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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ell and Norvig 2016, 610). 17장은 확률론적 환경에서 결정하기에 

관련된 이슈를 다루기 위해 15장에서 다룬 베이즈 네트워크와 16장에

서 다룬 결정 네트워크를 결합시킨다. 당장의 보상과 미래의 다양한 

상태에서의 보상 중 최대 보상을 합치면 현재의 효용을 얻게 된다는 

벨만(Bellman) 방정식을 소개한다(Russell and Norvig 2016, 652). 

학습을 다루는 5부는 4개 장에 걸쳐서 기계 학습 알고리즘을 다룬

다. 18장의 주제는 예시 학습으로 행위자가 자신의 경험을 부지런히 

연구하여 자신의 행위를 개선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19장은 지식 기

반 학습을 주제로 일반 세상에서 선행 지식을 가지고 학습을 하여 경

우의 수를 줄여나가는 방법을 다룬다(Russell and Norvig 2016, 

768-770). 20장은 확률 모형 학습을 다룬다. 확률 모형을 학습하는 목

적은 확률 밀도 함수를 추정하는 것이다(Russell and Norvig 2016, 

806). 21장은 강화 학습을 다룬다. 행위자가 실패와 성공으로부터 보

상과 벌로부터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를 알아본다. 

자연어 처리와 컴퓨터 시각과 로봇 공학이라는 응용문제를 다루는 

6부에서 22장부터 23장까지는 자연어 이해에 대해서 다룬다. 22장은 

언어 모형을 사용하여 언어 표현의 확률 분포를 예측한다. 23장은 실

제 사용되는 자연어의 이해를 도모한다. 이를 위해서는 형식 언어를 

뛰어 넘어 구 구조 문법이 많이 활용되고, 차트 파서(chart parser)를 

써서 문장을 분해하고 트리뱅크(treebank)를 써서 문법을 배우는 방법

을 소개한다. 6부의 24장은 컴퓨터가 지각을 실행하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여기서 지각은 조작, 이동, 인식의 과제를 수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이다. 6부의 25장은 로봇 

공학을 물리적 세계를 조작하는 지능적 행위자에 대한 학문으로 본다. 

로봇은 감지기(sensor)와 동작기(actuator)를 가지고 지각한 것에서 의사

결정을 통해 동작을 실행하며 이러한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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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적 필터링 알고리즘이나 형상 공간, 제어기, 퍼텐셜 장과 같은 개

념들을 활용한다.

결론에 해당하는 7부의 26장은 인공 지능을 위한 철학적 기초를 다

룬다. 철학자들이 마음과 생각과 지능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지

능적 기계의 윤리적 함축을 살핀다(Russell and Norvig 2016, 1020). 7

부의 27장은 인공 지능의 현재의 모습을 진단하고 미래의 전망을 제

시한다. 합리적 행위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통

해 인공 지능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인간을 위하는 인공 지

능의 미래를 내다본다(Russell and Norvig 2016, 1049-1051).

구조적 일관성 측면에서 이 교재는 인공 지능이라는 분야가 어떠한 

구도로 하나의 분야로 조직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기초적인 개념

과 단순화된 설정에서 시작하여 세부적이고 복잡한 개념을 다루는 현실 

세계의 설정으로 나아감으로써 독자들이 논의의 인과적 연결을 통해 내

용을 잘 이해할 수 있게 서술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전례가 없는 새로

운 교재를 쓰면서 새로운 학문 분야의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2) 자료적 일관성 

이 교재는 인공 지능을 환경에서 지각(percept)을 받고 동작을 수행

하는 행위자에 대한 연구라고 정의한다(Russell and Norvig 2016, viii). 

다시 말하면 이 책은 인공 지능의 합리적 사고와 행위에 관련하여 다

양한 문제를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행위자의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

로 풀어나가고 있다. 이 책은 1년 코스로 진행되는 학부 전공과목의 

교재로 집필된 것이지만, 대학원의 교재로도 쓸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에는 추가적인 독서 과제들을 활용하면 될 것이라고 본다(Russell and 

Norvig 2016, v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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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적 일관성을 따질 때 지능적 행위자가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여 

다양한 전략을 구사한다는 점에서 그 주제 범위가 매우 넓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에서 소개되는 인공 지능의 전략들은, 해결하고자 하는 문

제의 종류에 따라, 행위가 이루어지는 환경의 특성에 따라, 행위자의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행위자는 입력에 반응하여 출력을 

내놓는데, 다시 말하면 감각기를 통해 환경을 인지하고 동작기를 통

해 환경에 행위를 돌려준다. 행위자 함수(agent function)는 주어진 지

각을 행위(action)에 대응시키는 것이다(Russell and Norvig 2016, 34). 

이러한 행위자의 정의는 매우 범위가 넓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을 포

함하여 프로그램된 지능형 로봇까지 그 범위 안에 둔다. 이를 통해 

이 책이 포함하는 인공 지능이라는 학문의 범위는 이러한 행위자를 

다루는 모든 논의들을 포괄하는 것임을 드러낸다.

또한 이 책에서 두드러지는 자료적 특성은 인간의 생각과 행동을 

수식화하는 방법에 대한 체계적 논의이다. 물리학이나 경제학의 영향

을 받아 인공 지능에서는 인간의 사고와 행위를 기계로 모방하기 위

하여 상태 함수, 신념 함수, 효용 함수, 비용 함수, 전이 함수 등의 개

념들을 원용하여 사고와 행위의 다양한 단계들을 수식으로 표현하는 

기법을 연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확률론적 상황에서 널리 사용되

는 것이 신념 함수이다. 현재의 상태에 대한 파악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적으로 관찰 가능한 환경에서 현재 행위자가 어떤 상태에 있을 

확률을 나타내는 것이 신념 함수이다. 행위자는 행위를 수행할 때마

다 새로운 상태로 진입하게 되는 데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다고 파악

할 확률이 달라지면서 가능한 새로운 상태마다 상이한 신념 함수가 

부여된다. 이러한 정황을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한다(Russell and 

Norvig 2016, 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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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 식에서 ′′는 새로운 상태 ′에서의 갱신된 신념 함수, 

는 이전 상태 에서의 신념 함수, ′는 상태 에서 행위 에 

의해 ′에 이르게 될 확률, ′는 새로운 상태 ′에서 관찰 증거 

를 얻게 될 확률, 는 정규화 상수를 나타낸다. 이 식으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신념 함수가 어떻게 갱신될 수 있는가를 표현한다. 

(3) 성격적 일관성

성격적 일관성을 고려할 때 이 책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중심 캐릭

터는 ‘행위자’(agent)이다. 행위자는 인공 지능을 가진 주체를 지칭하

기 위하여 도입한 용어인데 직접적으로 행위자는 인공 지능을 탑재하

고 인간과 유사한 사고와 행위, 또는 합리적인 사고와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기계를 지칭한다(Russell and Norvig 2016, 2). 행위자가 사람

처럼 사고하거나 행동하는 기계를 의미한다면, 사람의 불완전함을 반

영할 것이지만, 행위자가 합리적으로 사고하거나 행동하는 기계를 의

미한다면, 감정이나 특수한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최적의 행동을 하

는 존재로 그려질 것이다. 저자들은 사고와 행위의 결과를 통해서 합

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후자에 더 무게

를 싣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책에서 행위자는 합리적 행위자(rational agent)로 성격이 규정되

어 있다. 합리적인 행위자란 옳은 일(right thing)을 하는 존재이다. 행

위의 결과로 환경의 상태가 바람직하게 바뀌면 옳은 일을 한 것이 되

는데, 환경의 상태 변화를 성과 측도(performance measure)로 나타낸다. 

그러므로 합리적인 행위자는 성과 측도를 최대화한다(Russel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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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vig 2016, 36-37). 이러한 합리적 행위자의 의미 규정은 전지

(omniscience)를 요구하지 않는다. 합리적 선택은 현재까지의 지각 열

(percept sequence)에만 의존할 뿐이다(Russell and Norvig 2016, 39). 이

후 저자들의 논의는 완전히 관찰 가능한 환경뿐 아니라 부분적으로 

관찰 가능한 환경도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이것은 합리적 행위자의 

감각기가 환경에 대한 관찰을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전제

하는 것이다. 

저자들은 다양한 문제 해결 방식들을 모색함으로써 행위자가 어떻

게 합리적으로 행동하는지를 다양한 상황에서 기술한다. 그런 점에서 

이 책 전체에서 합리적 행위자라는 공통적 캐릭터를 일관성 있게 유

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공학 교재의 서사적 충실성

(1) 진실성

서사적 충실성의 첫 번째 구성 요소로서 진실성은 서사가 사실 정

보에 입각해 있는가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공학 교재라면 마땅히 최

신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독자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

에서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서술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교

재는 이 기준을 충분히 잘 충족시킨다. 인공 지능이라는 학문 분야가 

신생 분야이면서 광범위한 연구 전통이 만나는 지점이어서 그 모든 

지식을 섭렵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 분야의 교재가 가져야 할 범

위와 깊이를 잘 정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이 교재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 문헌 및 역사적 언급’을 매 장의 끝 부분에 제시함으로써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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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사와 관련된 참고 자료를 충실하게 소개한다. 해당 장에서 다룬 개

념과 이론들과 관련한 연구사적 개관을 제시함으로써 해당 개념과 이

론들이 어떠한 연구사적 맥락에서 도출되었고 이후에 어떠한 연구사

적 발전의 토대가 되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해 준다. 이러한 소개

는 해당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독자에게 파악할 수 있게 해 주고 

심화학습을 원할 경우에 어떤 자료를 찾아보아야 할지 그 자료를 읽

으면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할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해 

준다. 예를 들어, 4장에서 모의 정련(simulated annealing)을 다루었는데 

그와 관련하여 해당 장의 ‘참고문헌 및 역사적 언급’에서는 이렇게 

언급한다.

모사된 불림은 처음 커크패트릭(Kirkpatrick) 등(1983)에 의해 기술

되었다. 이 개념은 물리학에서 복잡계를 모사하는 데 사용되었고

(Metropolis et al., 1953) 아마도 로스 알라모스의 디너파티에서 발

명된 메트로폴리스 알고리즘에서 직접 빌어 온 것이다. 모사된 불

림은 지금 그 자체만으로 매년 수백 편의 논문이 출판되는 분야다

(Russell and Norvig 2016, 155).  

연습문제(EXERCISES)가 매 장의 말미에 주어지는데 해당 장에서 

배운 내용을 실전 문제에 적용하여 실행적 지식으로 변형시키게 돕는

다. 다양한 방식으로 동일한 문제를 들여다 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교육적 맥락에서 이 책이 진실성을 주장하는 것은 최신의 연

구 업적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설계이다. 그것은 이 책의 3판은 

2003년에 2판이 나온 이후에 인공 지능 분야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연

구 성과들을 반영한다. 이 책의 3판의 서문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그 동안 실용적인 음성 인식과 기계 번역, 자율 자동차, 가정용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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봇이 널리 쓰이게 된 점을 비롯한 인공 지능 기술의 중요한 응용 

사례들이 등장했다. 알고리즘에서도 체커 게임의 해법과 같은 획

기적인 진보가 있었다. 그리고 이론적인 발전도 아주 컸다. 특히 

확률론적 추론, 기계 학습, 컴퓨터 시각 같은 분야에서 많은 성과

가 있었다. 우리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분야를 

생각하는 방식과 이 책을 조직하는 방식이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Russell and Norvig 2016, vii). 

이렇게 저자들은 왜 3판으로의 개정이 요구되었는지를 밝힘으로써 

인공 지능 교육에 있어서 가치와 내용이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가를 

드러낸다. 이러한 서사 속에서 이 교재는 인공 지능 분야의 최신의 

지식을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신뢰성

서사의 신뢰성은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가치를 표방함으로써 이 

책이 전달하는 정보를 믿고 받아들여야 할 ‘좋은 이유’를 제공해 주

어야 한다. 이 책의 논의에서 진실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부분은 교육

적 맥락에서 정통 교재의 수립을 위한 필요성과 관련된 서사에 있다. 

교육적 맥락에서 보면 인공 지능 분야의 정통 교재의 출현은 시대적 

요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복잡

하고 다양한 맥락에서 전개되어 온 인공 지능에 관련된 지식과 연구

들을 갈래짓는 일이다. 인공 지능의 문제들이 개별적으로 매우 다른 

성격을 가지고 풀려 왔기 때문에 그것을 계통으로 분류하고 정리하는 

문제는 엄청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시대적 요

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성공적인 시도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 이 

책이 택한 전략은 인공 지능을 폭넓고 연원이 오래된 학제적인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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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베이즈 통계학은 미결정적 상황에서 문제를 풀기 위한 

핵심적인 이론으로 많은 문제에서 폭넓게 사용된다. 이를 위하여 확

률론과 통계학에서 관련된 개념들을 폭넓게 익혀야 한다. 동물 심리

학은 보상과 형벌과 관련하여 인공 지능 연구자들에게 어떤 영감을 

주는가를 탐구한다(Russell and Norvig 2016, 830). 이렇게 관련 연구들

은 단편적인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폭넓은 연구 

분야의 한 구획의 연구처럼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은 그 분야의 

연구자들에게 자신의 분야의 위상을 한껏 올려주는 서사적 효과를 발

휘하므로 이 책의 입장을 받아들일 ‘좋은 이유’가 된다. 

연구적 맥락에서 이 교재의 서사는 이 책이 포함하고자 하는 논의

의 범위와 깊이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한다. 저자들은 1장 3절에서 ‘인

공 지능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인공 지능의 연구사를 개관함으로써 

이러한 목적을 달성한다. 그들은 인공 지능의 첫 연구 결과라고 할 

것은 1943년에 맥컬로크(Warren McCulloch)와 피츠(Walter Pitts)가 제

시한 인공 뉴런 모형을 제시한다(Russell and Norvig 2016, 16). 그들은 

적절하게 정의된 네트워크가 학습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하버드 

대학의 학부생이었던 민스키(Marvin Minsky)와 에드먼드(Dean 

Edmond)는 1950년에 3,000개의 진공관과 B-24 폭격기의 자동 파일럿 

메커니즘을 써서 40개의 뉴런의 네트워크를 흉내 내는 최초의 신경망 

컴퓨터를 제작했다(Russell and Norvig 2016, 16). 저자들은 이러한 잉

태기를 거쳐서 매카시(John McCarthy)가 1956년에 이후 인공 지능 연

구를 주도하게 될 10명의 기여자들을 다트머스(Dartmouth)로 불러 2주

간 워크숍을 벌인 것에서 인공 지능 연구가 출생했다고 본다(Russell 

and Norvig 2016, 17). 저자들은 인공 지능이 독립된 분야가 될 수 있

었던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은 후 그 답을 이렇게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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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대답은 처음부터 AI가 창조성, 자기 개선, 언어 사용과 같

은 인간의 능력을 복제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다른 

어떤 분야도 이러한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었다. 두 번째 대답은 

방법론이다. ... AI는 복잡하고 변화하는 환경에서 자동적으로 기능

을 하는 기계를 만들려고 시도하는 유일한 분야이다(Russell and 
Norvig 2016, 18).

저자들은 서사를 통하여 인공 지능이 연구 지원이 끊기는 몇 차례

의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실용적 가치를 입증 받는 과정에 주목한

다. 지식 기반 시스템의 일종인 전문가 시스템이 70년대부터 연구되

다가 마침내 1980년대에 R1이 DEC(Digital Equipment Corporation)에 

채용되어 큰 경비를 절감해 주자, 이후 모든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전문가 그룹을 가지고 운용하거나 투자하여 이 분야의 가능성을 세상

에 알렸음을 지적한다(Russell and Norvig 2016, 24). 그후 과도한 전망

으로 인한 기대 충족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시적인 ‘AI 겨울’이 닥쳐

왔지만 역전파 학습 알고리즘으로 새롭게 무장한 신경망 이론이 연결

주의에 대한 관심을 부각시키면서 뉴월(Allen Newell)과 사이먼(Herbert 

Simon)이 주도해온 상징주의와 함께 상보적 발전을 도모하기에 이르

렀다고 정리한다(Russell and Norvig 2016, 25). 저자들은 현재의 상황

에서 민스키와 매카시를 포함하는 여러 AI의 대부들은 특수 문제 해

결에 머무는 것은 합당하지 않고 일반 인공 지능(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의 개발을 통해 진정으로 생각하고 배우고 창조하는 보편 

알고리즘을 개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을 밝힌다(Russell and Norvig 

2016, 27). 

이러한 서사적 논의는 1장에서 앞으로 이 책의 내용 전개가 어떠할 

것인지를 소개한다는 점에서 논리에 합당하고 입문자들이 이 책으로 

인공 지능을 공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받아들일 좋은 이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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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공학 교재인 인공 지능: 현대적 접근방식의 서사 분석은 모든 인

공물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서사의 속성을 고려할 때 가능하다. 

교재 자체가 포함하고 있는 내적 서사와 교재가 처한 맥락에서 파악

되는 외적 서사를 모두 고려할 때 이 공학 교재에 대한 서사 분석은 

이 교재가 어떠한 수사적 특징과 가치를 갖는가를 알려준다. 

이 교재가 좋은 교재인가는 피셔의 서사적 패러다임에 따라 서사적 

개연성과 충실성을 평가함으로써 알 수 있다. 이 책이 인공 지능이라

는 연구 분야의 갈래를 나누어 7개의 부분으로 구성한다. 1부는 인공 

지능에 대한 개론을 제시하고, 2부는 탐색, 3부는 지식과 논리, 4부는 

확률 추론, 5부는 학습, 6부는 제반 응용, 7부는 결론으로 나누어 인

공 지능이라는 연구 분야의 큰 그림을 제시한다. 단순에서 복잡으로, 

일반에서 세부로 설명의 인과적 연계성을 고려한 데서 서사적 구조가 

잘 드러난 데에서 구조적 일관성을 확보한다. 또한 이 교재는 지능적 

행위자의 사고와 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제시를 위하여 논리학, 경제

학, 통계학, 심리학 등 관련 분야의 지식을 활용하는 확대된 논의를 

통하여 기초를 탄탄히 다진다. 이러한 자료들은 이 교재가 학부 수준

을 뛰어넘어 대학원 수준의 교재로도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음으로써 자료적 일관성을 확보한다. 또한 초두에 합리적 행위자라

는 중심 캐릭터에 대한 성격의 규정을 한 이후, 감각기를 통하여 주

어지는 환경에 대한 정보가 완전하지 않고, 지식 기지에 확보된 선행 

지식이 미비할지라도 확률적인 추론의 방식을 동원하여 합리적으로 

가능한 최선의 답을 찾아가는 방법을 책 전체에서 다양한 조건의 문

제들의 해결을 위하여 제시하면서 성격적 일관성을 확보한다.   

이 책의 서사 분석은 서사적 충실성에서 진실성과 신뢰성을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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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포함한다. 이 책은 인공 지능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지식들을 모두 망라하여 핵심적인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풀어갈 뿐 

아니라 심화된 지식을 알고자 하는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충분한 

참고 자료들에 대한 안내를 매 장의 말미에서 제공하여 진실성을 충

족시킨다. 또한 개정판에서 2판 이후 새롭게 확보된 지식을 반영하여 

책의 구성과 내용을 바꿈으로써 빠르게 변하고 있는 신생 분야의 특

성을 반영하였다. 이로써 이 책은 사실에 충실한 교재로서 서사적 진

실성을 확보한다. 또한 신생 분야가 가지고 있는 체계의 미흡함을 기

존의 연구 갈래에 따라 주제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뿐 아니라 폭넓

게 인접 분야의 연구 결과까지를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아우르는 접근

법을 표방함으로써 해당 분야를 폭넓은 범위와 오랜 연원을 갖는 분

야로 수립하려는 취지가 해방 분야 연구자들의 욕망과 잘 부합한다는 

점에서 이 책을 교재로 채택할 ‘좋은 이유’를 제공함으로써 신뢰성을 

확보한다.  

이렇게 인공 지능: 현대적 접근방식의 수사 비평은 이 교재가 왜 

해당 분야에서 좋은 교재로 인정을 받고 있는지를 드러내 준다. 이 

교재의 서사 분석은 왜 이 교재가 인공 지능 분야에서 표준적인 교재

로 인정받고 있는지를 잘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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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Narrative Analysi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 Modern Approach 

Ku, Jahyon (Youngsan Univ.)

The paper analyzes a textbook of engineering, Artificial Intelligence, A Modern 
Approach by narrative analysis. The textbook has inner narratives and outer 
narratives that its narrative analysis can produce the rhetorical features of it. The 
paper analyzes narrative possibility and fidelity of the textbook according to Fisher’s 
narrative paradigm. The narrative possibility consists of structural coherence, material 
coherence and characteristic coherence and the narrative fidelity reveals itself through 
truthfulness and reliability. The textbook sets the coverage of the new field of 
artificial intelligence extensive and arranges various methods and sectors 
systematically so that it may accomplish its structural coherence. And the textbook 
accomplishes its material coherence by providing appropriate and novel materials 
exhaustively. And it also leads the narratives coherently by the character of the 
rational agent realizing artificial intelligence in various manners. The textbook 
enhances truthfulness by utilizing exact contents from papers and books and 
accomplishes reliability by revealing itself an introductory textbook appropriate for 
establishing a new field as well as by satisfying the demand of further study in the 
BIBLIOGRAPHICAL AND HISTORICAL NOTES.  

주제어: 인공 지능, 행위자, 서사, 교재, 피셔, 서사적 패러다임

Key Words: Artificial Intelligence, Agent, Narrative, Textbook, Fisher, 
Narrative Paradi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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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크라테스 헬레네 찬사의 정치적 함의 분석

김충구 (서울대학교)

[국문요약]

기원전 380년대 후반, 이소크라테스는 부각 연설 헬레네 찬사에서 트로이 

전쟁의 원흉 헬레네를 찬양의 주제로 삼는 참신한 시도를 선보인다. 당시 고대 

그리스 세계의 소피스트들은 부각 연설(epideiktikos logos)의 형태로 대개 현실과 

무관한 내용이나 찬양하기 어려운 대상을 주제로 삼음으로써 기존의 상식을 뒤

집고 새로운 생각의 물꼬를 텄다. 이소크라테스의 헬레네 찬사 역시 대담한 

시도를 통해 이소크라테스 학교의 홍보나 수사학 능력을 선보이기 위한 연설의 

일종으로 해석되었으나, 정치와는 크게 관련이 없는 연설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

나 실은 헬레네 찬사는 380년대 후반의 아테네와 그리스 전반의 상황을 이해

하고 반영한 작품이었으며, 그리스 세계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정치적인 

연설이기도 했다. 본고는 헬레네 찬사가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다는 주장을 

두 단계로 입증하고자 한다. 첫째, 헬레네 찬사의 작성 연대와 시대상을 분석

할 것이다. 둘 때, 본론에서 등장하는 신화-역사적 장면들이 실은 처음에 분석한 

시대상과 들어맞으며, 이에 대한 대안을 상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밝힐 

것이다. 이를 통해, 본고는 헬레네 찬사가 전통적으로 악평을 받던 여인을 수

사 능력을 통해 위대한 반열로 끌어올린 뛰어난 부각연설일 뿐만 아니라, 심지

어 정치적인 메시지까지 전달한 수작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수사학 제41집
2021년 9월 30일 31-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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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본고는 기원전 370년대 초반 이소크라테스(Isocrates, 기원전 

436-338)가 작성한 부각 연설(epideiktikos logos)1) 헬레네 찬사
(Helenes Encomion)가 당대상을 반영한 연설이며, 380-70년대 아테네의 

시민들에게 자신감과 교훈을 제공함으로써, 그가 평생에 걸쳐 역설한 

판헬레니즘(Panhellenism)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동(推動)한 중차대한 

연설이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그러나 헬레네 찬사가 이소크라테스의 작품 중에서도 진지함이 

결여된 몇 안 되는 작품으로 읽힌다. 그 이유는, 당시 그리스에선 ‘헬

레네’라는 주제는 찬사의 보편적인 주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미 

스파르타의 메넬라오스와 결혼했던 헬레네는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와 

사랑에 빠져 트로이로 도망쳤고, 이로 인해 그리스 연합과 트로이가 

10년 가까운 참혹한 전쟁을 치르게 되었다. 이러한 신화적 배경 때문

에, 헬레네는 이소크라테스 이전 문학에서 대개 부정적으로 즉, ‘트로

이아 전쟁의 원흉’으로 묘사되었다. 물론, 헬레네에게 씌워진 이 혐의

는 호메로스의 서사시에서도 의견이 분분했고2), 고르기아스(Gorgias, 

1) ‘epideiktikos logos’를 통상적으로 과시연설, 전시연설, 예식연설 등으로 번역

하는데, 특별히 ‘부각 연설’이라고 번역한 이유는 부각하는 것이 epideiktikos 
logos의 공통된 특징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투퀴디데스 펠로폰네소스 전쟁
에서 보여주는 전몰자 추도 연설은 장례식에서 진행된 예식 연설이긴 하지

만, 페리클레스의 수사적 능력을 뽐내는 연설은 아니다. 그러나 그 연설은 
아테네인의 뛰어남을 부각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헬레네 찬사도 수사적 
능력을 뽐낸다는 점에서 과시연설일 수 있으나, 특정 장소에서 수행되는지

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헬레네를 부각한다는 점에서 부각연설이라 불릴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선 모든 상황을 포괄하는 부각 연설로서 부르고자 한
다.

2) 일리아스(Ilias), 3권155-165행이 헬레네에 대한 양가적인 감정을 잘 요약한

다 할 수 있다. 트로이아의 원로들은 헬레네를 “재앙”(pema)으로 칭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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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전 485-385 경)도 이런 배경을 십분 활용해, 이소크라테스보다 먼

저 헬레네 예찬(Enkomion Helenes)3)을 써낸 바 있었다. 고르기아스

는 헬레네에 대한 비판과 혐의를 벗겨냈고, 헬레네를 꼬드긴 파리스

의 ‘말’(logos)의 힘을 강조하며, 고르기아스 철학의 핵심인 수사학의 

힘을 저변에서 강조했다.4) 헬레네를 오래된 악평에서 구해내고, 동시

에 신화적 상징을 통해 자신의 교육론을 전시(expositio)한 고르기아스

의 시도는 헬레네 수용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받는다.5) 그러나 

이소크라테스가 헬레네 찬사 본문에서 지적하겠지만, 찬사라는 제

목을 달고 있지만 고르기아스의 찬사는 변호에 치중하고 있다. 따라

서, 고르기아스의 저작이 헬레네를 새롭게 해석하는 시도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겠으나, 진정한 찬사 형식의 전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의구심을 품을 수 있다. 또한, 교육론을 신화적 

상징으로 전달했다는 점에서 신화적 상징을 특정 메시지 전달을 위해 

사용했다는 점은 당대에 새로운 시도였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시대상

리스 연합군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프리아모스는 헬레네에게는 

잘못이 없고, “아카이아족과 피눈물 나는 이 전쟁을 내게 보내준 신들에게 

있다”라고 답한다. 헬레네의 혐의에 대한 변호는 오뒷세이아(Odysseia), 21
권 218-224에서도 오뒷세우스의 아내 페넬로페의 입을 빌려 등장한다. 호메

로스는 헬레네의 행동이 반대되는 평가를 위한 여지를 남기도록 동기를 제

공하고 있는 것 같다. (이하, 호메로스의 번역은 천병희(2015)에서 인용.)
3) 희랍어 원어는 ‘Helenes Encomion’으로 이소크라테스의 것과 동일하다. 그러

나 본고에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고르기아스의 것은 예찬, 이소크라테스

의 것은 찬사로 바꾸어 부른다.
4) 고르기아스 헬레네 예찬 21. 고르기아스는 시켈리아의 레온티노이

(Leontinoi) 출신의 소피스트이자 철학자였다. 그는 아테네에서 곧잘 부각연

설을 하며 학생들을 교육했다고 전해진다. 고르기아스 헬레네 예찬의 번

역으로, 정암학당의 김진성 선생님의 친절한 도움으로, 아직 출간되지 않은 

번역본을 이용할 수 있었다. 고르기아스와 그의 작품에 대한 소개는 조지 

커퍼드 2003, 77-78 참조. 
5) 고르기아스 헬레네 예찬의 소개와 평가는 김남두 2005, 241-26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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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연관된 ‘정치적 주장’을 표현하는 것은 이소크라테스 이전까지는 

시도된 바 없었다.

상기한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부분의 헬레네 찬사에 

대한 주석과 연구는 연설의 일부만 정치적인 성격을 띌 순 있지만, 

전체적인 연설은 정치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또

한, 악평을 받던 여인인 헬레네를 찬사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자신의 

수사능력을 선보이는 소피스트적인 연설로 분류하는 연구가 전통이었

다. 예컨대, 고대의 연구는 헬레네 찬사의 형식적인 측면에만 집중

하는 경향을 보인다. 고대 연구자 중 대표적인 인물로 아리스토텔레

스(Aristoteles, 기원전 384–322) 와 퀸틸리아누스(Marcus Fabius 

Quintilianus, 기원후 2세기경)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
(Rhetorica)에서 이 작품의 정치적인 성격보다, 도입부의 형식에 대한 

지적을 남겼다. 퀸틸리아누스도 마찬가지로 웅변가 교육론(Institutio 

Oratoria) 중, 도입부의 구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헬레네 찬사를 인

용한다. 그런데, 도입부의 특성을 지적하는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와 

비슷하지만, 그는 처음으로 도입부의 내용(res)이 헬레네 찬사와 비

슷한 시기에 작성된 정치적 연설문 파네귀리코스의 그것과 유사하

다고 덧붙이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6) 

지금까지 헬레네 찬사의 정치적인 성격을 포착하려는 시도는 많았

다. 그러나 정치적인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시대상을 겨냥한 정치

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 깊게 들여보지 않는 것 같다. 또한 이 작

품에서 정치적 메시지를 발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이소크

라테스가 헬레네 찬사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즉, 판헬레니즘이 

6)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 1414b 19-30; 퀸틸리아누스 웅변가 교육론, III. 
8 참조.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과 퀸틸리아누스의 웅변가 교육론의 

우리말 번역은 각각 우리말 번역은 각각 천병희(2017)와 전영우(2014)의 것

을 참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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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변하고 단일한 이론이라 여기고 있다. 이러한 경향 때문에, 이소크라

테스가 이 작품에서 주창하는 판헬레니즘의 논조와 이소크라테스의 다

른 작품들에서 주장하는 그것과의 논조가 다르다며 전통적 해석을 따르

는 연구자들이 비판하는 것이다(Heilbrunn 1977, 148-154). 그러나 이 정

치 이론과 이소크라테스의 주장을 단일하고 경직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소크라테스는 평생동안 이 이론을 실현하기 위해, ‘시의적절

하게’(kairos) 논지를 바꾸며 미묘한 차이를 작품 속에 녹여내고 있기 때

문이다. 즉, 이소크라테스는 시대에 맞는 정치적 메시지를 제각기 다른 

뉘앙스로 전달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이소크라테스의 판헬레니즘과 헬
레네 찬사의 그것은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헬레네 

찬사가 ‘판헬레니즘을 주장하는 문서이다’라고 결론 내린다면, 작품의

2/3를 차지하는 판헬레니즘을 언급하지 않는 다른 상징들이 제 역할을 

잃게 되며, 이는 작품의 완전한 해석이라 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 의식

에서 출발하여, 본고는 우선 작성 연대의 역사적 배경을 살필 것이다. 

이를 통해, 헬레네 찬사의 각 요소들과 시대상을 대조해보며 작품 전

체를 이해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헬레네 찬사가 작품 전체에서 특

정 시대에 전달하는 하나의 메시지 즉, ‘큰 주제’가 단순 ‘판헬레니즘 촉

구’가 아닌, 380년대 후반 스파르타의 압제에 눌린 아테네인들을 독려

하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으며, 동시의 자신

의 정치 철학인 판헬레니즘을 장려하고, 그에 따른 이득을 상징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을 역설하는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I. 이소크라테스 헬레네 찬사 의 역사적 배경

이소크라테스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철학적 가르침 중 하나는 “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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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함”(kairos)7)이다. 다시 말해, 이소크라테스 철학에서 이상적인 연

설가는 당대 정치적 상황에 적합한 의견(doxa)을 연설문에 담아 대중

에게 전달하는 연설가였다.8) 따라서, 헬레네 찬사가 학생들을 가르

치기 위한 예시(exemplum) 연설이었든, 실제로 발표 혹은 발간된 연설

문이었든, 당대상에 적합한 이미지를 헬레네 찬사에 담아냈을 가능

성은 적지 않다. 따라서, 헬레네 찬사의 시의적절함을 확인하려면, 

우선 작성 연대와 역사적 배경에 대한 개요가 필수적이다. 

헬레네 찬사의 작성 연대로 추정되는 380년대 후반에서 370년대 

초반에 이르는 시기는, 스파르타의 “패권이 모든 면에서 튼튼하고 안전

하게 자리를 잡았던” 시기였다.9) 404년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스파르타

의 승리로 막을 내리며, 그리스 반도에 일대 평화가 찾아온 듯 보였으

나, 다시금 스파르타를 맹주로 한 펠로폰네소스 동맹국들 사이의 불화

로 인해, 스파르타와 아테네, 테바이, 코린토스 연합이 맞붙은 기원전 

395년 ‘코린토스 전쟁’(Korinthos Polemos)이 발발한다. 그러나 이 전쟁

은 뚜렷한 승자없이 진행되었고, 결국 387년 그리스인들은 페르시아 왕 

아르타크세륵세스가 제안한 평화 조건을 받아들였다. 일명 ‘왕의 평화’

라고 불리는 이 협정은 한 세기 전 그리스-페르시아 전쟁에서 지키려 

7) ‘kairos’는 이소크라테스 철학에서 핵심적인 의미를 가진다. 특히 이소크라테

스는 글을 작성할 때, 특히 이 덕목을 강조한다. 이소크라테스의 교육론이 

담긴 소피스트에 대하여의 16장에서 이상적인 연설 작성 과정 중 하나로 

“상황에 들어 맞아야 함”(ton kairon me diamartein)을 역설한다. 이를 통해 

헬레네 찬사도 시의 적절한 연설문임을 기대할 수 있다. cf. 소피스트에 

대하여 16; 안티도시스 10; Kairos가 이소크라테스 철학에서 가지는 특별

한 의미에 관한 연구는 Bons 1997, 65-99 참조.
8) 이소크라테스 철학에 대한 개요와 이상적인 연설가 상에 대해 김헌(2013), 

73-80 참조.
9) 크세노폰 헬레니카(Hellenika) 5.3.27 (이하, 크세노폰, 헬레니카, 최자영 

역, 서울: 아카넷, 2012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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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이오니아와 퀴프로스를 페르시아의 손에 넘겨주었고, 페르시아 왕

의 엄포로 각 폴리스의 자치(autonomia)를 존중해야만 했다.10) 

그러나 Seager가 알맞게 표현하듯, 스파르타는 ‘왕의 평화’ 이후에도 

“인정사정없이 제국주의에 전념하고, 평화를 무시했다.”11) 385년, 스파

르타는 우선 코린토스 전쟁 당시 스파르타 지원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동맹국을 처벌하는 데 집중했다. 스파르타는 이웃도시 만티네이아의 방

어시설 해체를 지시했고 만티네이아가 불복하자 원정대를 파견해 도시

를 파괴하고 4-5개의 마을로 도시를 해체했다. 이는 각 폴리스의 자치를 

존중하라는 협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의 한 사례일 뿐이었다. 스파르타

의 만용은 이웃도시에만 해당되지 않았다. 3년 후인 382년, 스파르타는 

마케도니아(Makedonia)와 올륀토스(Olynthos) 사이의 국지적 분쟁에도 

개입하여 트라키아에서의 통제권을 거머쥐려 했다. 게다가 스파르타의 

가장 노골적이며 터무니없는 평화조약 침해는 테바이 과두정 쿠데타를 

지원한데 있었다. 당시 테바이 내에선 과두주의자와 민주정체파의 대립

이 극심했는데, 과두파의 거두 레온티아데스(Leontiades)는 올륀토스로 

이동 중인 스파르타군과 결탁, 스파르타는 도시에 무혈 입성하여, 민주

파를 체포하거나 추방했기 때문이다.12)

요컨대, 387년 왕의 평화 협정부터 370년대에 이르기까지, 스파르타

는 평화를 무시하고 “아시아의 그리스 폴리스들을 페르시아의 넘기고, 

그리스 반도 전역의 폴리스들을 자신[sc. 스파르타]의 손아귀에 넣었

10) ‘왕의 평화’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같은 책, 5.1.21 참조. 그 외, 1차 

사료로 디오도로스(Diodorus) 역사총서(Bibliotheca historica)를 참조했다. 디
오도로스의 원문과 번역은 Oldfather C., H., Diodorus 1989를 참조했다. 

11) Seager(1994), 162: “ruthless dedication to imperialism and her contempt for the 
peace”

12) 직접 인용된 구절들과 코린토스 전쟁 이후의 역사적 배경과 해석에 관해 김

봉철(2004), 89-138; 김진경 2009, 284; Seager 1994, 156-186을 참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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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도시로 낙인이 찍혔으며, 이러한 태도는 그리스 전역에 쓰라린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이에 아테네는 공개적인 군사 지원을 하진 않았지만, 차츰 다른 폴리

스들과의 동맹관계를 구축하며 제 2델로스 동맹을 조직하고 있었다.스파

르타에 의해 피해를 입은 여러 폴리스의 망명자들을 수용하고 그들의 복

귀를 지원함으로써, 아테네는 차츰 외교적으로 우호관계를 형성했고, 다

시금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했다. 예컨대, 만티네이아의 피난민들을 아테

네에 받아주었고, 테바이의 과두 쿠데타로 망명한 정치 인사를 받아주었

다. 또한, 379년 아테네에서 망명중인 테바이의 민주세력들의 쿠데타를 

지원함으로써, 테바이의 과두파를 숙청하고 민주정을 이식하려 했다. 마

지막으로 378년 스파르타의 총독(harmostes) 스포드리아스(Sphodrias)가 

페이라이우스 항구를 선전포고 없이 기습적으로 약탈한 것이 뇌관이 되

어, 아테네는 명목상의 평화 정책을 버리고, 해군을 재무장하기 시작한

다. 이로써 아테네는 스파르타의 침략에 맞서 자유와 자치를 수호하는 

제 2델로스 동맹의 “지도자”(hegemon)로 다시금 등장했다.

II. 도입부 분석: 유용하고 진지한 주제로서의 헬레네

이러한 배경 아래 쓰여진 헬레네 찬사의 첫 머리는 당대 정치 상

황에 대한 암시나 헬레네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 우리는 기대할 것

이다. 그러나 도입부는 옛 소피스트 비판(1-5)과 그들의 제자들인 찬

사 작가들에 대한 비판(6-13)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이소크라테스

는 옛 소피스트가 저술한 비상식적(paradoxos) 주제를 비판한다(1-2). 

게다가 시간이 지나 이들의 이론이 무익한 것임이 드러났음에도(3), 

여전히 옛 소피스트들의 주장에 시간을 쏟는 당대의 신(新) 소피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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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도 특히 비난받았다(4). 이소크라테스는 당대 소피스트들에게 자신

의 철학을 제안하고, 생각을 바꾸도록 이하와 같이 조언하고 있다. 

[sc. 신(新)소피스트들은] 진실(aletheia)을 추구해야 합니다. (⋯) 유용

한 일에 관해 공명관대한(epieikes) 의견(doxa)을 형성하는 것이 훨씬 

강력한 일입니다. 또, 큰일을 다루며 작은 진전이라도 이루는 편이 
훨씬 강력합니다. (이소크라테스 헬레네 찬사 5)13)

뒤이은 비판은 찬사를 쓰고 교육하는 당대 소피스트들에게 향한다

(6-13). 찬사를 쓰고 교육하던 소피스트들은 모기와 소금 같은 무익한 

주제를 칭송하며 자신들의 교육론이 유익하다고 주장한다(6-10). 그러

나 이소크라테스가 볼 때, 그들이 별 볼일 없는 대상으로 찬사를 쓰

는 이유는 그들의 나약함 때문이다. 모기, 소금과 같은 것을 찬양할 

땐, 이전에 없던 칭송을 함으로써 참신함을 얻어낼 수 있기에 쉽다. 

그러나 위대한 대상을 찬양할 땐, 이전의 칭송과 다른 참신함을 찾기 

쉽지 않기에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 소피스트들은 더 쉬운 찬사 

대상을 선택하고, 논변이 강한 교육자라 착각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

이다. 그리고 앞선 옛 소피스트 비난과 마찬가지로, 찬사 작성에 대한 

자신의 조언을 제시한다(11-15).

허나, 공익과 관련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 연설문들은 배우기 

어려운 수많은 연설을 이루는 요소들과 적절한 시기에 파악하는 능

력을 통해야만 발견되고 논의될 수 있습니다. (⋯) 숭고하게 만드는 

것이 탐구하는 것보다, 진지하게 몰두하는 것이 장난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것처럼 말이죠. (이소크라테스 헬레네 찬사 11-12)

13) Drerup(1906)의 원문을 참고한 필자의 번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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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소피스트를 비판할 때, 그들의 비상식적인 주제를 비판하고 유

용한 주제를 다루도록 조언한 반면, 찬사 작가 비판에서는 공익적이

고 숭고하며 진지한 연설문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소크라테스는 조언

하고 있다. 

이소크라테스가 도입부를 통해 자신과 다른 소피스트들을 구별하려 

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만이 도입부의 목적은 아니다. 이소크라테

스는 찬사의 대상으로 쉽사리 떠오르지 않는 헬레네가 실은 유익하며, 

이 연설이 공익과 관련이 있으며, 숭고하고 진지한, 현실에서 “작은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연설이 될 것임을 선언하고 있다. 

이제 이 도입부의 정치적이고 실용적인 연설이 될 것이라는 선언이 

충족되었는지 본론에서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론의 논

지들이 헬레네 찬사에 기여하는 바를 분석한 뒤, 논지가 상징하는 바 

특히 380년 후반의 정치적 상황과의 연관성을 분석할 것이다. 

III. 본론 분석1: 테세우스 찬사와 아테네를 향한 메시지

본론으로 들어와, 이소크라테스는 크게 두가지 논지로 헬레네를 칭

송한다. 하나는 헬레네의 “시선 집중”되며 “싸움이 벌어지게 만드는” 

아름다움이며, 다른 하나는 주변 사람들을 신의 반열로 끌어 올려주

는 신적인 능력 그 자체이다. 전자는 테세우스와 트로이 신화로, 후자

는 헬레네의 가족들, 호메로스와 스테시코로스의 이야기로 예증된다.

헬레네의 “시선 집중되는” 아름다움의 증거로, 테세우스의 헬레네 

납치 사건이 다뤄진다(18-38). 테세우스는 포세이돈의 아들로 거대하

고 안정적인 아테네를 지배하던 뛰어난 인물이었다. 그러나 테세우스

마저도 헬레네의 아름다움에는 크게 굴복한다(18). 테세우스는 그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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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삶은 의미 없다 생각하고, 라케다이몬[스파르타]에 있던 헬레네

의 가족들은 “아랑곳 않고”(oligoresas), 헬레네를 납치한다(19-20).

그런데, 아무리 테세우스가 신의 혈통이고 뛰어난 통치자라 한들, 

어떻게 이러한 납치 사건이 용인될 수 있겠는가? 오히려 이 예시는 

헬레네 찬양보다 테세우스가 비난받아야 마땅한 인물이라고 역설하는 

것 아닌가? 헬레네 찬사의 청중이라면 이러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

을 것이다. 이를 의식한 이소크라테스도 테세우스 서사를 잠시 끊고, 

상기한 비판을 수용한 뒤 자신의 부각 전략을 밝힌다(21). 이소크라테

스는 만일 일반인이 이런 행동을 했다면 비난 받아 마땅하나, 테세우

스는 “모든 종류의 탁월함(arete)을 움켜쥔 유일한 인물”임을 강조한다

(21). 요점은, 헬레네를 추구한 자가 탁월하고 권위를 인정받는 자이

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선택한 인물 또한 탁월한 여인이라는 것이

다.14) 이에 이소크라테스는 테세우스의 탁월함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테세우스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doxa)을 계속 제시한다(22). 

사람들의 테세우스에 대한 의견은 이렇다. 테세우스는 헤라클레스

에 버금가는 삶을 가졌다고 평가받는다. 왜냐하면, 헤라클레스는 규모

가 크지만 자신만의 명망을 위한 과업을 해냈지만, 테세우스는 그리

스인에게 이득이 되는 과업들을 수행했기 때문이다(23-24). 예컨대, 테

세우스는 조국 아테네와 그리스의 “조력자”(euergetes)가 되어, 주변 지

역의 파괴를 일삼던 미노타우로스, 라피타이의 도시를 황폐화하고 도

시들을 위협하던 켄타우로스족의 “만용”(hybris)을 제압했다(26-28). 또

한, 테세우스는 주변 국가의 피난민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신들을 향한 

14)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에선 이전의 내린 (위대한) 판단의 권위를 통해서 

논제를 증명할 수 있다는 점의 예시로 헬레네 찬사를 인용한다, “또한 이

소크라테스는 테세우스가 그렇게 판단한만큼 헬레네는 유덕한 여인이며...” 
라고 해석하고 있다. 구체적 내용은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 천병희 역, 
1398b, 20-1399a2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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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함”(eusebeia)도 선보였다(31). 

영웅적 위업뿐만 아니라, 테세우스는 도시 경영에 있어서도 남다른 

탁월함과 절제력(sophrosyne)을 발휘했다고 한다(32-34). 테세우스는 끔

찍한 상태에 있던 아테네의 모습을 보았는데, 이소크라테스는 이를 

이렇게 표현한다.

… 또 [필자 주: 테세우스는] 시민들과 함께 침략자들에 대항해 전

쟁을 강요받는 한편, 다른 국가의 군대와 함께 같은 폴리스 시민

들을 공격하도록 강요받는 모습을 ... 시민들 중 가장 뛰어난 사람

들을 사형하는 모습을, 서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도 믿지 못하는 

모습을, 사형 집형을 위해 구류된 사람보다도 더욱 불편하게 살고 

오히려 바깥 세계에선 질투의 대상이되지만, 자신들끼리는 다른 

사람들 보다도 훨씬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소크라테스 

헬레네 찬사 32)

이런 끔찍한 모습을 좌시할 수 없던 테세우스는 참주가 되어, 마을 

단위로 흩어져 살던 아테네를 같은 공동체로 묶었고, 아테네를 노예 

상태에서 해방해 시민들로 하여금 관직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게 

해주었다. 또한, 힘든 일들을 도맡아 했으며, 사익을 공익을 위해 사

용했다(35-36). 그 결과, 모든 시민들은 테세우스의 참주 통치를 기꺼

이 인정했으며, 테세우스는 평화롭게 생을 마무리했다(37).

요컨대, 이소크라테스는 헬레네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있으며, 헬

레네의 아름다움은 “모든 덕을 움켜쥔” 테세우스마저 추구할 정도였

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런데, 헬레네를 주제로 하는 연설문에 왜 테세

우스 서술이 유독 긴 것인가? 또한, 왜 테세우스 신화 서술에 구태여 

헤라클레스와의 비교, “스파르타의 힘을 무시한”(20) 테세우스의 납치 

사건을 이야기했을까? 이소크라테스가 밝히듯(22, 29-30), 테세우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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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인물일 수록, 그 위대함이 추구한 헬레네의 가치도 함께 높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설명으론 충분하지 않다. 왜 이소크

라테스는 헤라클레스와의 비교를, 스파르타를 무시한 행태를 이야기

했나? 이 질문에 Kennedy는 실은 테세우스가 아테네를 상징하는 것이

며, 이소크라테스가 당대 아테네인들의 뛰어남과 “조력자”로서의 면모

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 답한다. 근거로 Kennedy는 380년 저술한 파
네귀리코스에서 묘사한 아테네의 행위와 헬레네 찬가에서 테세우

스의 행위가 다를 바 없다는 점을 제시한다(Kennedy 1958, 81).

테세우스가 아테네가 조력자적 면모를 보여준 신화적 인물을 상징

한다는 점을 Kennedy는 잘 발견했으나, 본고에서는 특히 이소크라테

스가 보여주는 스파르타의 상징적 모습들을 포착하려 한다. 주변 지

역을 파괴하던 미노타우로스, 도시들을 황폐화하던 켄타우로스 족의 

모습이 마치 주변국인 만티네이아를 파괴하고 올륀토스를 파괴하던 

스파르타의 행태와 겹치는 것은 우연일까? 또한 주변국의 피난민을 

받아준 모습은 마치 테베의 쿠데타로 인한 망명 인사와 만티네이아의 

피난민들을 받아준 아테네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인다. 게다

가, 테세우스가 보았던 끔찍한 아테나이의 광경들 즉, 다른 국가의 군

대와 함께 동료 폴리스 국가를 침략하도록 강제하던 모습이, 스파르

타가 이오니아가 페르시아에게 점령당하는 것을 지켜보고 왕의 평화

에 기대어 주변국을 침락하며 동맹국에서 지원군을 징용하던 모습은 

380년대의 스파르타의 모습과 일치한다. 한편으로, 테세우스의 경영 

능력을 강조하고 시민들에게 존중받는 모습은, 마치 아테네의 지도자

로서의 능력을 강조하고 앞으로 동맹의 맹주로서 보여야할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 같다.15) 

15) 헬레네 찬사 20장에서 테세우스는 헬레네 납치를 도와준 페이리토스에게 감

사를 표하기위해 명계(冥界)의 왕 하데스의 아내 코레(페르세포네)를 페이리토

스를 위해 납치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 서술은 테세우스를 통한 헬레네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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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고에서 Kennedy의 분석을 보충하자면, 370 년대의 이소크

라테스가 380 년 후반 작(作) 파네귀리코스를 다른 형식(idea)으로 바

꾸었다는 것은 Kennedy가 정확히 분석한 듯하다. 그러나, 헬레네 찬

사가 저술된 370년대, 아테네가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스파르타

의 신뢰도가 급감하기 시작하자, 스파르타의 폭압을 더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한편, 추후 아테네의 지배자로서의 위치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제는 대담하게 테세우스가 라케다이

몬을 우습게 보고 헬레네를 빼앗아갔듯, 아테네도 스파르타의 소중한 

것, 더 나아가 범 그리스 지배권을 빼앗아갈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시의적절한 정치적 관점을 제시한다. 그러나 동시에 아테네가 

한 세기 전, 델로스 동맹에서의 독단적 태도와 공금을 사취한 역사를 

기억하고, 제2델로스 동맹의 아테네인들은 동맹국에게 선행과 호혜를 

배푸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 간곡히 충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는 특히 상관없어 보인다. 그러나 테세우스가 감사함을 알고 죽음의 세계까

지 내려가 보답하는 장면은 당시 아테네가 제 2델로스 동맹을 준비하며, 동맹

국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태도를 상징하는 것일 수 있다. 즉, 기원전 5세기 제1
차 델로스 동맹이 아테네의 독단적인 의사 결정과 동맹 공금의 사취로 인해 

몰락했던 기억때문에, 아테네는 제 2델로스 동맹에서 동맹국과의 동등한 권리

를 보여주고 민주적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강조했다. 따라서 페이리토스의 일

화 또한 제 2델로스 동맹 형성 당시, 아테네의 능력 과시와 더불어 아테네의 

충성심과 동료로서의 유익함도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Blondell (2013), 231에
서는 이를 아테네의 “[동맹국을 향한] 충성심”(loyalty)을 보여주기 위한 서술이

라 분석한다. 그 외, 제 2델로스 동맹의 배경과 동맹 비문에 나타난 아테네의 

태도 분석은 Seager 1994, 168-170을 참조. 특히 파네귀리코스 에서 이소크라

테스가 강조한 아테네의 태도가 어떻게 제 2델로스 동맹의 비문에서 발견되는

지 Hamilton 1980, 83-109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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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본론 분석2: 트로이아 전쟁과 판헬레니즘 

앞서 헬레네의 “시선 집중되는” 아름다움이 테세우스의 납치로 예

증되었다면, 이제 또 다른 측면인 “싸움이 벌어지게 만드는” 아름다움

의 예시로서 트로이아 전쟁이 등장한다(38-53). 이 논지에서 이소크라

테스는 판헬레니즘의 또 다른 측면을 상징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다

시 말해, 앞선 테세우스 서술에서 동맹 지도자로서 아테네의 능력을 

부각했다면, 이곳에서는 원정의 당위성을 부여하려 하고 있다. 

헬레네가 테세우스로부터 돌아와, 혼기가 차자 이제는 전 그리스의 

맹주들이 몰려와 구혼했다(38-39). 헬레네를 향한 지배자들의 열망이 

너무도 큰 나머지, 헬레네가 모두의 분란이 대상이 되리라는 걱정에 

구혼자들은 만일 헬레네가 납치된다면 도움을 주겠다는 서약(orkia)을 

맺는다(40-42). 한편, 아시아를 상징하는 트로이아의 왕자 파리스도 헬

레네가 가진 제우스의 혈통을 탐내고 그녀를 납치한다(43-48). 이로 

인해 벌어진 그리스 세계와 트로이아 사이의 전쟁은 끔찍했다. 그리

스인들은 전무후무한 규모의 전쟁을 10년 가까이 지속했고, 트로이아

인은 국토가 황폐화되어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신들에게도 이 노고는 

다를 바 없었다. 헬레네를 얻기 위해 자기 자식들이 전쟁에서 희생되

었지만, 신들은 전쟁을 종용했기 때문이다(49-53). 

헬레네를 향한 이 치열한 투쟁은 실은 그리스를 향한 이소크라테스 

이전 시대의 치열한 혈투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인다. Blondell과

Kennedy는 헬레네가 청동기 그리스 혹은 어떤 이상적인 모습의 그리

스를 상징하는 것이라 분석한다(Blondell 2013, 226; Kennedy 1958, 

81-82). 그리스와 페르시아는 100년전 이미 그리스를 얻기 위해 그리

스-페르시아 전쟁을 두 차례나 치른 적이 있었다. 또한, 그리스가 헬

레네를 얻기 위해 구혼 경쟁을 한 것처럼, 그리스 폴리스들 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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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있었다. 그러나, 이소크라테스는 그리스와 아시

아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를 두는 것 같다. 실제 역사에선 그리스 세

계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인해 황폐화되었음에도, 그 이야기는 하

지 않는다. 오히려 그리스인들이 서로 “서약”를 맺었다고 언급한

다.(41) 이 왜곡은 이소크라테스가 그리스인들에게 자신들이 서로 다

투지 않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던 신화적 사례를 제시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리스인들은 그 서약을 맺은 뒤 트로이아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서약-전쟁의 구조는 파네귀리코스 174에서도 

등장한다.16) 

따라서, 헬레네 찬사의 트로이 전쟁 서사는 과거 트로이아 전쟁

에서 그리스인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협정을 맺어 헬레네를 지키기 

위해 전쟁을 수행했듯, 이소크라테스 시대의 그리스인들도 역시 싸움

을 멈추고 서로 협정을 맺어야 함을 신화적 상징을 통해 나타내고 있

다 할 수 있다. 

허나, 전쟁의 규모와 참혹함은 근본적 질문을 하게 만든다. 오랜 노

고와 참혹한 희생을 필요로 하는 여인과 아름다움이 어떻게 찬양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과연 헬레네가 저 모든 참상을 감수할 만큼 가

치 있는 여인인가? 트로이아 전쟁의 규모과 참혹함에 버금가는 납득

할 만한 보상이 필요하다. 트로이아 전쟁의 참상에 걸맞는 이득을 제

시한다면, 트로이아 전쟁은 ‘재앙’이 아닌 ‘규모에 걸맞는 보상을 위

한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반전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이소크라테스는 아름다움 자체의 위대함이 전쟁의 동기였다

고 말한다(54-60). 아름다움의 위대함은 인간과 신들이 그것을 대하는 

태도에서 쉽게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간은 용기, 정의, 지혜를 갖

16) 이소크라테스 파네귀리코스의 번역은 이소크라테스 외, 그리스의 위대한 

연설(김헌 외 역), 2015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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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이라도, 아름다움이 없다면 완전히 우스운 모습으로 취급

하지만, 아름다움은 그 자체로 사랑받는다(54). 또한, 인간들의 아름다

움에 대한 갈애(eros)는 너무 크고, 얻으면 얻을수록 그것은 더욱 커진

다(55). 게다가 다른 탁월함을 소유한 자는 으레 질투의 대상이 되지

만, 아름다움을 가진 이들에겐 사람들은 호의를 갖고 마치 신을 살피

듯 보살핀다. 심지어 기꺼이 아름다움에 종노릇하는 자들을 아름다움

을 사랑하는 사람(philokalos)이라 부른다(56-57). 신들도 비슷하다. 제

우스는 언제나 아름다운 여인들에게 백조, 황금 비 등 다양한 속임수

로 고개 숙이며(tapeinos) 다가갔다(59). 또한, 여신들이 인간 남자의 

아름다움에 굴복하기도 하며, 그에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수많은 인간들이 아름다움 덕분에 불멸의 존재가 되지 않

았는가(60)? 따라서, 헬레네가 인간과 신들이 무릎 꿇고 존경하는 아

름다움을 갖고 있는데, 어찌 이를 두고 희생을 감내하지 않을 수 있

을까? 

이 시점에서 트로이 전쟁에는 욕정에 탐닉하는 영웅들이 아닌, 탁

월함 중에서도 최고 탁월함인 아름다움을 두고 투쟁하는 인물들만 남

아있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일리아스에서 트로이

아의 장로들이 말하듯, “트로이아인과 훌륭한 정강이 받이를 댄 아카

이아인[그리스인]이 저런 여인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하는 것은 나무랄 

일이 아니”다.(호메로스 일리아스, 3권 155-6행) 이소크라테스는 헬

레네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모습을 변론하거나 폄하하지 않고, 신화

를 예시로 들며, 인간과 신들마저 기꺼이 추구할 정도로 가치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청중들은 아름다움의 위대함만 이해했을 뿐, 아름

다움을 추구한 인물들은 어떤 이득을 얻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예시가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전쟁에 참여한 모두가 아름다운 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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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네를 얻은 것은 아니지 않은가? 따라서, 이소크라테스는 헬레네의 

위업을 예시로 들며, 아름다움과 헬레네를 추구한 자들이 얻은 이득

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이소크라테스는 헬레네를 추구한 자들이 얻었

던 이익과 명성을 강조한다(61-66). 헬레네는 전쟁이 끝나고 자신의 

오빠들을 별자리로 만들어 주었고, 남편 메넬라오스를 불멸의 존재로 

만들었다(61-62). 또한 이소크라테스는 호메로스와 스테시코로스의 서

사시를 활용한다. 즉, 헬레네는 스테시코로스17)와 호메로스로 하여금 

서사시로써 트로이아 전쟁 영웅들을 찬양하는 작품을 만들도록 했다

는 것이다 (64-66). 

트로이아 전쟁 이후의 영웅들의 삶과 신격화는 어떤 의도가 있을

까? 이소크라테스가 의도했던 바는 아름다움을 추구한 트로이아 전쟁

의 전사들이 불멸의 명성을 얻은 것과 같이, 이상적인 모습의 그리스

를 추구하며 싸울 페르시아 원정군도 불멸의 명성을 얻게 된다는 것

이다. 따라서, 이소크라테스는 헬레네와 아름다움을 추구한 사람들이 

불멸의 명성을 얻었으니, 당대 그리스인이 페르시아에 원정가는 것이 

불멸의 명성이 될 것이라 동기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도입부에서 실용적이고 진지한 의견을 주겠다고 공

언한 이소크라테스를 잊지 않고 있다. 불멸의 명성을 추구하는 것은 

장엄하나, 공적인 이득을 가져오진 않을 것이다. 원정군이 당장 실제

로 별자리나 서사시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지 않

은가? 그렇다면, 이소크라테스가 당대 아테네 시민들과 청중들에게 

부각한 아름다움 추구의 실질적 이득은 무엇이었을까? 

마지막으로, 이소크라테스는 헬레네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행한 판

헬레니즘과 그 이득을 강조한다(67-69). 판헬레니즘은 그리스인이 갈

17) 기원전 600-550년경에 활동했던 시인이다. 그의 저작은 남아있지 않다. 그러

나 플라톤 파이드로스 243a,에서 언급된다 번역으로 플라톤, 프로타고라

스, 라케스, 메논(박종현 역주), 2010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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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멈추고 “한 마음 한 뜻”이 된 것, 공동 원정을 통해 승리를 거둔 

것을 의미한다(67).18) 결국 이 판헬레니즘을 통해 이룬 승리 덕분에, 

그리스는 과학, 기술 분야를 막론하고 엄청난 진보를 이루었다고 이

소크라테스는 강조한다(68).

이소크라테스가 헬레네가 직접 행한 위업을 통해 청중들에게 강조

하는 현실적 조언은 무엇일까? 이소크라테스의 조언은 이런 것 아니

었을까? 헬레네는 아름다움이며 아름다움은 추구할 가치가 있다. 만

일 이 아름다움이 이상적 그리스를 의미한다면, 모두가 헬레네를 원

하고 아름다움을 갈애하듯, 그리스인도 이상적 그리스를 원해야 한다. 

동기는 충분하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추구해야 할까? 이소크라테

스는 제안한다. 마치 우리 선조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공동원정을 통

해 헬레네를 얻어 승리했듯, 우리 그리스인도 도시 국가간 갈등을 벗

어 던지고, 아름다운 그리스를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 아시아

(페르시아)로 원정 갈 것을 즉, 범그리스주의 운동을 진행하도록 제안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론

이소크라테스의 헬레네 찬사는 여러 측면에서 정치적으로 읽기에

는 선입견이 많았던 저작이었다. 우선 트로이 전쟁의 원인인 헬레네를 

칭송한다는 것은 다른 소피스트들과 마찬가지로 비상식적인 시도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도입부와 본론의 괴리는 헬레네 찬사를 단지 

이소크라테스의 수사적 능력 과시를 위한 시도로 보게끔 만든다. 

18) 이소크라테스의 판헬레니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김헌 2015, 45-77를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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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고에서 도입부의 잠언에 따라 본론의 신화들이 진지하고 

정치적인 상징을 갖고 있음을 분석함으로써, 도입부가 학교 홍보가 

아닌, 자신의 글이 정치적이고 중차대할 것임을 예비하는 ‘설계도’로 

기능함을 밝혔다. 다시 말해, 이소크라테스는 테세우스 신화를 통해, 

아테네의 탁월함과 범그리스 지도자 자격을 역설했고, 아름다움의 자

체의 특성을 묘사함과 동시에 이상적인 그리스의 모습을 찬양함으로

써, 그리스인에게 이상적 그리스를 추구하는데 동기를 부여한다. 마지

막으로 헬레네를 추구한 트로이아 전쟁과 승자들의 보상을, 이상적 

그리스를 얻기 위한 투쟁의 과정으로 나타내고 있다. 도입부에서 이

소크라테스가 공언한 대로, 청자는 헬레네 찬사를 듣고, 현실에 유

의미한 어떤 진지한 메시지를 포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 메세지란 

결국, 오랫동안 스파르타의 횡포에 억눌려있던 370년대의 아테네인은 

자부심을 가지라는 것이었고, 새로운 제2델로스 동맹의 유능한 지도

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추동(推動)하는 것이었다. 또한, 폴리스간 끊

임없는 갈등을 겪던 4세기의 그리스인들이 ‘판헬레니즘’이라는 새로

운 목표19)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이소크라테스의 정치적 메시지였다. 

그러나 헬레네 찬사는 Seager의 분석대로 당대상을 잘 분석했지

만, 이후 아테네의 행보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긴 어려웠을 것으로 

19) 판헬레니즘이라는 정치적 메시지가 그리스인들의 자기정체성 확보 차원을 

넘어 타자 지배적 속성을 내포할 수도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소크라테스가 판헬레니즘을 통해 얻고자 한 것이 페르시아를 지배하려던 

것이었는지, 소아시아까지만 탈환하여, 페르시아의 그리스 공격 거점을 제거

하려던 것이었는지는 불투명하다. 그러나 이소크라테스는 4세기 그리스의 

토지의 불균등한 분배 문제를 트라키아-소아시아 정복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 증거가 여럿 발견된다. 그런 점에서 이소크라테스는 자기 정체성 확보 

뿐만 아니라, 외부 세력의 일부를 침략하고자 했던 의식을 가졌을 수 있으

나, 알렉산드로스가 몇 년 뒤 행하는 것처럼 페르시아 전체를 지배해야 한

다는 논의까진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판헬레니즘의 동기에 대한 분

석은 김헌 2015, 45-77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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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Seager 1994, 588-599). 아테네는 제2델로스 동맹에서 동방 원

정을 주창하지 않고, 왕의 협정의 수호자를 주창하며 동맹을 형성하

고 다시금 스파르타, 테베와 헤게모니 다툼에 돌입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신화와 역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소크라테스의 시도는 

훗날 그리스 세계가 로마에게 점령된 뒤 빛을 발했을 것이다. 많은 

그리스의 지역 엘리트들이 로마 정부와의 행정적 일처리를 위해 소통

하는 과정에서 역사와 신화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당시 수사학 교육

이 성행하고 10대 연설가의 문보가 생겼다는 것은 이러한 배경을 증

명하는 듯하다.20) 비록 이소크라테스의 헬레네 찬사에 대한 직접적

인 언급은 찾을 수 없지만, 헬레네 찬사는 연설 기술을 통해 신화

와 역사를 정치적으로 활용한 뛰어난 전범(典範)으로 읽혔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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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ncomium of Helen: Political Epideictic document of Isocrates 

Kim, ChoongKoo (Seoul National Univ.)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eal that the Encomium of Helen written by 
Isocratic is a political speech. In the late 380s B.C. Most of Sophists in the ancient 
Greek world took the form of epideiktikos logos as subjects that were mostly 
unrelated to reality or difficult to praise. Isocrates’ Encomium of Helen was also 
treated as a type of speech for the promotion for his schools or for the display of 
rhetorical abilities, and has been understood as a non-serious speech that has little to 
do with reality. In fact, however, Encomium of Helen was a political speech that 
accurately understood and reflected the situation in Athens and Greece in the late 
380s and early 370s, enlightening to Greek world for a constructive way. This paper 
seeks to substantiate this claim. First, It will analyze the date and the times of 
Encomium of Helen. And then it will be revealed that the myth-historical scenes in 
this text actually fit in with the analysis of the contemporary Greece and present an 
solution symbolically. Through this, It would like to emphasize that the epideictic 
speech was not just an intellectual spur, but was able to have political influence 
through rhetoric.

주제어: 이소크라테스, 헬레네 찬사, 고대 수사학, 기원전 4세기, 부각 연

설

Key Words: Isocrates, Encomium of Helen, Ancient Rhetoric, B.C. 4th 
century, epideictic 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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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론에서 

mê thorubein의 사용

송대현 (인천대학교)

[국문요약]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론에서 소크라테스는 법정에서 재판관들과 청중

들에게 자신의 연설로 인해 ‘소란을 일으키지 말기’(mê thorubein)를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요청한다. 
(1) 아고라에서 사용하던 단어와 말하는 방식을 채택하더라도 소란을 일으키

지 말라고 미리 당부한 후(17c-18a), 이 내용을 다시 환기시켜 소란을 일으키지 

말라고 요청한다(27b-c). 
(2) 소크라테스가 가장 지혜롭다는 델피 신탁의 내용을 언급할지라도 소란을 

자제해 달라고 미리 당부한 한 후(20e), 이 내용을 다시 언급하면서 소란을 일으

키지 말라고 요청한다(20e-21a).
(3) 소크라테스 자신은 아테네에게 준 신의 선물이며, 아테네라는 굼뜬 말을 

깨우는 등에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려 한다. 이런 내용을 들어

도 소란을 일으키지 말아달라고 요청한다(30c). 
결국, 이런 소란은 소크라테스의 변론에 대한 재판관들과 청중들의 불만족스

러움을 표현하며, 이것이 판결에 영향을 주었다고 해석 가능하다. 이런 소란 각

각은 소크라테스에 대한 그들의 감정 ․ 심리적 반응, 즉 혐오와 분노, 다중(多衆)
들의 질투와 시기, 거만함과 고집스러움에 대한 그들의 부정적 심정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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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

기원전 5세기 아테네는 모든 분야에 걸쳐 즉석에서 행하는 대중 연

설과 찬반 투표 등이 핵심적 의사표명 장치였고, 그로 인하여 전반적

으로 대중을 상대로 한 연극적 요소가 강한 사회를 구축하였다. 각종 

집회, 법정에서는 대중들의 박수와 환호, 반대의 고함 등 표를 끌어내

기 위해서, 혹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정치가나 연사들은 

마치 배우처럼 연기를 펼쳤다(Cartledge 1997, 14-15). 이것은 모두 경

쟁에서 이기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기에 고대 그리스 문화를 특징짓

는 한 개념으로 ‘경쟁’(agon)이 곧잘 언급된다. 사실 agon이라는 말 속

에는 단순한 경쟁이 아닌 표 대결을 목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자유 의사표현과 자유로운 한 표 행사의 요소가 개입되어 있었다.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론(이후 변론으로 축약)의 상황은, 플

라톤이 소크라테스의 재판을 사실 그대로 옮긴 것은 아니겠지만,1) 만

약 자신의 첨삭을 가능한 한 제한한 채 일어난 사실을 묘사했다면, 

앞서 기술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야 한다. 더 나아가, 변
론에서 재판관(배심원)과 청중들은 큰 소란(thorubos)과 고함으로 소

크라테스의 발언을 빈번하게 방해했다(Riddell 1867, ix, note 9; Burnet 

152, 205; Meyer 1962, 16, 51, 147; Slings & de Srycker 1994, 248-249, 

272-3, 310; 이재현 2009, 52-53). 현대 법정에서는 법정 소란죄에 해당

될 법한 이런 행태들을 그들은 상대방을 향해 거침없이 행했다. 그리

하여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발언으로 인한 소란을 일으키지 말기(mê 

thorubein)를 그들에게 미리 혹은 즉시 5번에 걸쳐서 부탁한다. 플라톤

1) 변론에 대한 그리스어 edition으로는 Duke, Hicken, Nicoll, et alii(1995) 등
이 편집한 Platonis Opera, vol.1에 있는 것을, 번역은 박종현(플라톤, 2003)을 

각각 저본(底本)으로 삼았고, 인명과 지명 표기도 이 번역을 따랐다. 또한 

인용문 속 밑줄은 모두 필자에 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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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론에 대한 평이한 요약판으로 간주되는 크세노폰의 소크라테

스의 변론에서도 소크라테스가 소란을 일으키지 말라고 요청했다는 

문장이 14-15에서 2번 언급되고 있다. 

그렇다면 소크라테스는 무슨 이유로 이들에게 소동과 소란을 자제

해주기를 여러 번 촉구했을까? 그의 발언 내용 속에 군중들, 재판관

들을 강하게 자극하여 격렬한 동요를 일으키게 할 만한 것들이 담겨

있었던 말인가? 500명의 재판관들과 많은 청중들은 그의 연설 내용에 

대하여 고함, 단어나 문장을 격렬하게 외침으로써 자신들의 의사표현

을 표출하는 것, 즉 thorubos를 주저하지 않았다. 다중들의 이런 행위

는 법정과 집회장에서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럼으로써 

동일한 입장을 지닌 사람들을 결집시키거나 반대 입장을 가진 연설자

를 방해하기 위해서 사용되었고, 청자들의 의견과 반응을 전달하는 

매체의 역할을 수행했다.

필자는 이런 관점에서 ‘고함’과 ‘소란’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소크라테스의 언급과 재판관들과 청중들이 thorubein을 일으킨 감정적, 

심리적 반응을 고찰할 것이다. 왜냐하면 소크라테스의 발언 안에 있

는 어떤 특정 요소가 그들을 자극했을 것이고, 바로 이것들이 그의 

유죄 판결과 사형 판결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II. 플라톤 대화편에서 법정 thorubos의 의미 

연구가들은 그 동안 thorubos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는데, 현재는 

Bers(1985)의 연구로 인해 아테네 법정과 집회에서 발생하는 thorubos

의 성격에 관하여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되었고, 이 개념이 상당히 

흥미롭다는 것을 공유하게 되었다(Hall 1995, Lanni 1997, Tacon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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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ntier 2015). 하지만 아쉽게도 그는 플라톤이 편향된 목격자라는 이

유로 변론의 사례들을 배제하고, 이 개념에 관하여 다룬다(Bers 

1985, 1). 필자는 이런 태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소크라테스의 

발언으로 인한 반응, thorubos가 발생하는 장면을 분석하고자 한다. 하

지만 그 전에 thorubos의 의미론적 한정이 필요하다.

필자가 번역어로 채택한 ‘소동’, ‘소란’에 해당하는 고대 희랍어는 

thorubos이고, 이에 대응하는 동사의 부정꼴은 thorubein이다. 먼저 

thorubein를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 양쪽 모두를 함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단순한 고함이든 일정한 단어를 외치는 것이든, 전자

는 ‘소란, 소동을 일으키다’, 후자는 ‘(환호로) 박수를 치다’로 말이다. 

Liddell-Scott-Jones(1968)는 후자의 의미를 지니는 구절로 플라톤의 에
우티데모스 303b을 예시로 든다. 하지만 이런 의미를 지닐 때조차도 

적어도 플라톤의 대화편에서는 아주 요란스런 감정의 한 표현으로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박수를 치다’

에 ‘소란스럽게’라는 부사를 덧붙여서 ‘소란스럽게 박수를 치다’로 이

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2) 

하지만 thorubein에 관해 더 상세한 의미론적 설명이 추가되어야 한

다. 이런 의도를 갖고 Luc Brisson의 주장을 고려해보자(Platon 1997, 

130 note 11). 그는 위에 언급한 구절(17d)에 등장하는 thorubein에 대

하여 이 단어는 분노를 표현하며, ‘소란’(야단법석, tapage)이라고 번역

할 수 있고, 소크라테스의 변론(20e, 21a, 27b, 30c)에서 이 단어는 

항상 이런 의미를 함축하긴 하지만,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갈채와 

용기 북돋음의 반응을, 특히 박수를 치는 행위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텍스트 전거로 에우티데모스276d, 

2) 플라톤의 대화편에서 사용된 thorubos, thorubein의 빈도는 총 50번 정도다

(Branwood 1976,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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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b와 국가 6권, 492c를 들고 있다. 이 중에서 에우티데모스에서 

thorubein은 모두 두 사람의 소피스트 형제가 논쟁술(eristikê)로 말을 

복잡하게 함으로써 궤변들을 뽐낼 때, 그에 대하여 이들의 추종자들

이 대단하다고 박장대소하면서 난리를 치는 상황이 묘사되고 있다. 

결국 이 주장은 thorubein을 전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로만 볼 수 없고 

긍정적인 의미를 함축하기도 한다는 것이다.3) 하지만 전자는 수용할 

수 있지만, 후자는 좀 더 숙고를 필요로 한다. Brisson이 thorubos가 

‘칭찬’이나 ‘박수를 침(갈채)’이라는 긍정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언급

한 텍스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알아보자. 

그야 많은 사람이 민회(ekklêsia)나 법정(dikastêrion), 극장이나 군영 

또는 그 밖의 다른 어떤 공공의 대중집회에 떠들썩거리며 (xun 
pollô thorubô) 모여 앉아서는, 행하여진 발언과 행동들 가운데서 

어떤 것들은 비난하되 어떤 것들은 칭찬할 때이겠는데, 어느 경우

에나 그들은 극단적으로 나가며, 고함을 지르면서(ekboôntes) 박수

를 해대네. 게다가 암벽과 그들이 있는 장소가 그걸 울리게 하여 

비난과 칭찬의 소음을 (thorubon tou psogou kai epainou) 두 배로 

증폭시키네. (국가 6권, 492b5-c2)4)

현재 우리의 탐구에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정보를 준다. Thorubos

는 집단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소란이나 소동을 의미하고, 

아울러 칭찬이든 박수든 비난이든 모두 큰 고함에 가까운 소리임을 

또한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재판 전체로 보면 부정적인 요인이

다. 이와 함께, 여기서 소란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 ek-boaô는 자주 

3) Brisson은 2003년 겨울에 필자와 얘기할 때도 thorubos가 ‘반드시’(forcément)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4) 박종현(1997)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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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rubeô와 마치 ‘야단법석’처럼 결합하거나 변론 30c에서처럼 의미

적으로 상호교환 할 수 있는 비슷한 용어라는 것이다. 그것에 관한 

예를 우리는 소포클레스의 필록테테스에서 “누가 다시 동굴 옆에서 

소란스런 고함을 지르는 것인가(tis au par’antrois thorubos histatai 

boês)?”(1263-64)라는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thorubos와 boês

는 서로 두 단어를 교환할 수 있을 정도로 친근성을 갖는 단어들이다. 

즉 ‘소란스런 고함’을 ‘고함에 의한 소란’ 등으로 상호 교환하여 이해

해도 될 정도로 하나의 관용구처럼 사용되고 있다. 요컨대, 앞선 국
가 6권의 구절처럼 thorubos는 법정, 집회, 극장에서 연설에 대하여 

재판관들이나 청중들이 호불호의 반응을 상대방을 향해 말이나 함성

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고 재판이나 집회 전체로 보면 부

정적인 소란에 해당한다(법률 876b, 949b).

III. 단어 사용과 및 변론방식에 대한 thorubos(17c-18a, 27b-c)

1. 미리 양해 구하기(17c-18a)

이제 변론에서 ‘소란’을 자제해주기를 어떤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소크라테스는 2시간5) 남짓 되는 기소 연

설을 들은 후, 그 설득력 때문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먹을 정도라

고 능청스레 말하면서 그 속에는 어떤 진실(alêtheia)도 담겨 있지 않

다고 말한다. 특히나 그 중에서 자신이 탁월한 언변 능력으로 남을 

5) 법정에서 연설 시간을 물시계로 통제했는데, 44 Khoe 물이 빠져나가는 시간

만큼 사용할 수 있었다. 이것을 계산하면 대략 2시간 12분 정도이다

(MacDowell 1978, 249-250; Todd 199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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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인다는 것이 가장 놀라운 것이었다고 토로한다. 그런 다음 그는 다

중들에게 소란을 자제해주기를 다음처럼 부탁한다. 

설령 제가 아고라의 환전소에서도 말해 버릇하여, 여러분 가운데

서도 많은 분께서 거기에서 들으셨거나 또는 그 밖의 다른 곳에서 

들으신 것과 똑같은 말로 제가 변론하는 걸 여러분께서 들으시더

라도, 이 때문에 놀라시는(thaumazein) 일도, 소동을 일으키는

(thorubein) 일도 없도록 해 주시라는 겁니다. [...] 따라서 저는 이

곳의 말투(lexis)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생소합니다. 그러니 만일에 

제가 실제로 다른 고장 사람이라면, 제가 자란 그 고장 사투리

(phonê)로 그리고 그 고장 방식(tropos)으로 제가 말할지라도, 여러

분께서는 용인해 주실게 틀림없을 듯 싶은데, 여러분께 이를, 즉 

말하는 방식(tropos tês lexeôs)에 대해서는 개의하지 마시기를 청하

는 것은,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정당할 것 같군요. (17c-18a)

소크라테스는 두 가지 ‘미리 양해 구함’을 부탁한다. 이런 ‘미리 양

해 구함’, 혹은 ‘미리 당부함’은 플라톤이 사용하는 내러티브적 장치 

중의 하나다(소피스트 241c-242b도 참고). 변론에서 ‘미리 양해 구

함’은, 내용 면에서 아이러니를 담고 있기는 하지만, 대화편의 인물들

과 청취자들에게 대화의 주제와 목적을 분명히 각인시켜줄 뿐만 아니

라 앞으로 전개할 얘기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함으로써 대화편의 구성

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방지해주는 작용과 긴장감을 돋우는 역할을 동

시에 수행한다. 

소크라테스의 두 가지 ‘미리 양해 구함’을 다음처럼 정리할 수 있

다. 

 
(가) 단어사용에 대한 양해: 처음으로 법정에 섰기 때문에, 법정에 

적합한 용어를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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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변론 방식에 대한 양해: 자신이 아고라에서 하던 문답법을 통

해서 변론을 수행하겠다. 

하지만 사실 이 두 양해는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시민으로서 평생을 

살았고, 또 그 동안 직접 연루된 사건은 없었지만 법정에서 여러 연

설들을 경청했을 것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법정 변론에 관한 소피

스트들의 활동을 잘 알고 있던 그였기 때문에, 법정에 맞는 용어와 

변론방식을 모르고 익숙하지 않다는 변명은 좀 의아하게 느껴진다. 

그렇다면 왜 소크라테스는 이런 양해를 미리 아테네 시민들에게 공개

적으로 구하는 것일까? 그는 자신이 언변이 능숙하다는 선입관이 잘

못임을 밝히면서, 소피스트처럼 기교를 부린 수사(修辭)로 변론을 전

개하지 않고(그의 생각에, 진실은 수사를 필요로 하지 않기에), 자신

의 ‘모든 진실’(pasa alêtheia, 17b)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려 하는데 이

것이 소란을 야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도를 갖고서 그는 자신

이 평소 아고라에서 하던 말과 말하는 방식을 고수하려고 한다(Allen 

1980, 13-14). 그리고 이것은 다분히 아테네 시민들에게 그가 소피스

트들과 별반 차이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한 발언이다. 

대략 25(423/4)년 전에 최초로 소크라테스를 기소한 사람들은 소크라

테스가 약한 주장을 강하게 만드는 능숙한 말솜씨를 지니고 있다는 

소문(phêmê)을 퍼트렸고,6) 지금 다시 소크라테스를 법정에 세우는 기

소자들은 이것을 기소장(선서 진술서)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18b, 

19b). 

소크라테스는 자신에 대한 거짓 소문과 선입관이 근거 없다는 것을 

논증하는 데 수사술의 사용을 거부한다. 대신, 꾸미거나 ‘정돈되어 있

지 않은(oude kekosmêmenous) 연설’이지만, 즉석에서 머리에 떠오르는 

6) 소문에 관한 것은 Ober 1989, 149-150; Gregory 2009, 53-55; 하재홍 2020, 
224-229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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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말이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그는 진실을 말하려 한다. 하지만 이

런 의도는 아고라에서 상대방을 아포리아에 몰아넣어 그들에게 분노

를 품게 했던 소크라테스의 모습, 아리스토파네스의 구름이 상연되

었을 때 변론술과 수사술을 가르치는 소크라테스의 모습을 보거나 전

해들은 재판관들과 청중들에게는 큰 소득이 없었을 것이다(그 당시 

희극 작가들에게 ‘소크라테스’는 단골 소재였다. 관련 주제는 Patzer 

1994를 참고). 왜냐하면 그들에게 소크라테스는 기껏 해보았자 소피스

트 중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2. 단어 사용과 말하는 방식(27b-c)

그렇다면 소크라테스가 자신에게 익숙한 말과 방식대로 연설하겠다

고 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하여 답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399년 소크라테스가 어떤 죄목으로 기소되었는지 고찰해

보아야 한다(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 2, 40; 크세노폰, 회상 1, 1, 

1). 그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인 셈이다.

(가) 불경(asebeia)에 대한 기소 

(1) 神 불인정에 대한 기소: 나라가 정한 신들을 믿지 않는

다.
(2) 새로운 영적인 것들의 도입에 대한 기소: 새로운 영적인 

것들을 수용했다 

(나) 청년 타락에 대한 기소: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24c). 

이 기소는 세심하게 고안된 구조를 지닌다. (가)와 (나)를 연결시켜

서, 나라가 정한 신들을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신적인 것을 도입하여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고 이해하면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다.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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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간 부분까지는 이런 관계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멜레

토스와 다른 고발자들은 전략적으로 이 두 사항을 연결시키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에 대하여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젊은이들에게 가르친 것

은 소피스트들이 일삼는 논쟁술(Kerferd 1981, 59-67)이 아닌 자신의 

혼과 진리에 대하여 마음씀이라고 해명한다. 더 나아가, 그러나 이는 

재판관들과 청중들에게 큰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앞서 언급한 것처

럼,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와 동일하게 취급되었고, 그 자신도 인정하

듯이 그 당시 이런 동일시는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 이제, 소크라테스가 자신에게 익숙한 단어와 방식대로 말하겠

다고 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소크라테스는 자신

을 고발한 멜레토스에게 그 내용을 자세히 따져 묻는다. 위에서 언급

한 (가-1) 神 불인정에 대한 기소와 (가-2) 새로운 영적인 것들의 도입

에 대한 기소 내용 간의 관계가 심문 대상이 된다. 

반면에 여러분께서는, 제가 처음에 여러분께 간청했던 일을, 즉 제

가 버릇이 된 방식대로 변론을 하더라도, 소동을 일으키지는 말아

달라던 것 기억하십시오. 멜레토스여! 도대체 사람 치고 인간사(人
間事)는 있다고 믿으면서도 사람들이 있다고는 믿지 않는 사람이 

있겠소? 여러분, 그가 대답하게 하십시오. 또한 자꾸자꾸 소동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말들이 있음을 믿지 않으면서 마

사의 있음을 믿는 사람이 있겠소? 혹시 아울로스 연주자들이 있다

는 걸 믿지 않으면서, 아울로스와 관련된 것들이 있다는 건 믿는 

사람이 있겠소? [...] 영적인 것들(daimonia)이 있는 건 믿으면서, 영
들(daimones)의 있음은 믿지 않는 사람이 있소? (27b-c)

소크라테스는 멜레토스가 자신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도록 소란을 

자제해주기를 요청한다. 이렇게 본다면 재판관들과 청중들 모두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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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질러댐으로써 아주 소란스런 상황이 연출되었다고 상상할 수 있

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소란을 일으킨 것일까? Heitsch(Platon 2002, 

112, note 201)는 이 부분을 향연에 있는 소크라테스에 대한 알키비

아데스의 찬양과 연관시킨다. 

그분(소크라테스)은 짐 나르는 나귀에 대해 이야기 한다든지, 또 

어떤 대장장이랄지, 갖바치, 무두장이들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매

번 같은 것들을 가지고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래

서 그분을 겪어 보지 않았거나 생각 없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 이

야기들을 비웃을 수 있거든. (향연, 221e-222a)7)

알키비아데스에 따르면,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주장을 짐 나귀, 대장

장이, 갖바치 등에 관한 단어들을 사용함으로써 비웃음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것을 현재 우리 논의에 적용하면, 아고라에서 하듯 말과 아

울로스 등의 어휘들을 사용함으로써(27e에서는 노새와 당나귀도 언급

된다) 소란이 일었고, 그리하여 그는 이것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말하는 방식’(tropos tês 

lexeôs)에 대한 언급이 누락되는 문제가 생긴다. 앞에서 인용한 27b-c

에서 사용된 논리는 유비다. 즉 [인간사 : 인간 = 마사 : 말 = 아울로

스와 관련된 것 : 아울로스 연주자 = 영적인 것들 : 영들]의 논리형식

을 통해서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변호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이것이 

소크라테스가 소동을 일으키지 말아달라고 거듭 부탁할 만큼 큰 문제

가 되는 일인가? 여기서 말하는 방식을 일상적인 단어들을 배열하여 

말하는 ‘말투’ 정도로 이해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필자는 그의 논

리적 전개가 이런 소란을 일으킬 만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

한다. 아고라에서 사용하던 이런 논변의 시연은 재판관들과 청중들에

7) 강철웅(2020)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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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그를 소피스트와 더욱더 동일시하게 할 수 있는 장면이 될 것이다. 

그리고 소피스트들에 대한 심한 혐오를 갖고 있었던 아니토스와 그의 

지지자들, 소크라테스가 지적하듯이 자신을 따라다니던 부유한 젊은

이들이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을 흉내 내어 사용함으로써 모욕을 당한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동조하는 청중들에게는 더욱더 이런 동일

시를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다(소피스트에 대한 아니토스

의 혐오는 메논 90d 이하 참고).

그럼 이런 소란 자제 요청은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일까? 앞서 

인용한 구절(27b-c)의 직전 부분을 읽어보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 

기소내용 (가)를 근거로 해서, 멜레토스는 소크라테스를 무신론자로 

취급한다. 그는 “저는 그걸, 즉 선생께선(소크라테스) 전혀 신들을 믿

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26c). [...] 맹세코, 믿지 않고말고

요. 어떤 식으로도 전혀 믿지 않습니다.”(26e)라고 거의 선언에 가까운 

발언을 한다. 소크라테스를 무신론자로 취급하는 이런 태도는 소크라

테스도 인정하듯이 아리스토파네스로부터 기원한다. 아리스토파네스

의 구름 365-368에서 등장인물 소크라테스는 “제우스는 존재하지 

않는다네.”라고 확신에 차서 외친다. 또한 830줄에서도 소크라테스는 

‘멜로스의 소크라테스’로 명명된다. ‘멜로스’는 무신론자로 유명한 디

아고라스의 출신지이기에, ‘멜로스’란 단어는 무신론자라는 타이틀을 

붙일 때 사용된다(Dover 1968, 200; Winiarczyk 2016, 8-11). 구름에 

등장하는 소크라테스의 모습, 이것이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사람들에 

의해 이해된 모습을 일부분 증폭한 이미지라면, 아테네 전통을 파괴

하는 불온한 인물로 간주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를 불경죄로 고소하는 

데 손쉬운 핑계거리를 준다. 이것에 대해 앞에서 정식화한 유비논리

를 통해 소크라테스는 자신은 무신론자가가 아님을 논증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정리해보자. II장에서 설명했듯이, 청중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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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란은 그들의 부정적 심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면 소크라테스의 

말과 말하는 방식이 재판관들과 청중들에게 부정적 심정을 야기한 것

이 된다. 즉, 그들에게 소크라테스의 행태는 아테네 전통을 파괴하는 

소피스트들의 행태와 별반 차이가 없었기에, 이들에 대한 분노와 혐

오를 가졌던 그들은 소크라테스에 대해서도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것이

다. 이런 반응이 큰 소란으로 표현된 것이다. 

IV. 카이레폰의 전언으로 인한 thorubos(20e-21a)

소크라테스는 다시 한 번 군중들에게 ‘소동과 소란을 일으키지 말

아 달라’고 부탁한다. 그 당시 법정 상황을 고려하면, 그의 변론이 시

작한 이후 빈번히 재판관들과 청중들은 소란을 피워서 소크라테스의 

변론을 중단시키고 야유를 보내기도 했을 것이다.   

그리고 아테네 여러분! 저에게 대해서 소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mê thorubêsête). 설령 제가 여러분께 뭔가 큰소리 (mega 
legein8))를 하는 것 같이 여겨질지라도 그러지는 마십시오. 왜냐하

면 비록 말은 제가 하겠지만, 저는 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
러분께서도 신뢰할 만한 발설자의 말을 인용하는 게 되겠기 때문

입니다. (20e) 

지금까지의 변론뿐만 아니라 앞으로 말할 내용이 분명히 군중들에

게 소란을 일으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주의를 미리 주고 있

8) Burnet의 지적대로 이 말은 ‘to speak boastfully’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은 

크세노폰이 소크라테스의 태도라고 말하는 megalêgoria(변론, 2)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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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기서 자기가 하게 될 ‘큰 소리’, ‘거창한 소리’는 자신에 대한 

다시 말하면 자신이 명성과 이름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

유이며, 자기가 ‘지혜롭다’는 소문에 대한 해명이다. 결국 ‘큰 소리’는 

과장된 소문임을 소크라테스는 밝히려고 한다. 이 문장에서 ‘신뢰할 

만한 발설자’는 카이레폰을 가리키고 있다. 어떤 면에서는 카이레폰에 

대한 그의 언급은 소크라테스에게 민주정 성향의 재판관들과 청중들

에게 호감을 갖게 할 수 있다. 이 열광스런 소크라테스의 추종자는 

기원전 404년 30인 참주 정권 때, 추방되었다가 403년에 민주파와 함

께 아테네에 복귀했기 때문이다(21a). 소크라테스의 재판에 참가한 대

부분의 사람들은 30인 참주정의 폭압 하에서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변론을 위한 전략

에서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소크라테스를 추종하던 카이레폰은 모든 일에 아주 적극적인 사람

이었던 것 같다(Nails 2002, 86-87). 플라톤이 그에 대해서 ‘열렬

한’(sphodros)이라는 형용사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것을 보면 그러하다. 

이 사람은 직접 델피까지 가서 소크라테스보다 더 현명한 사람이 있

는지 하는 물음에 대한 신탁을 구한다. 신탁의 대답은, 이 이야기가 

플라톤의 창작이든 실제 있었던 사건이든,9) 그 보다 더 현명한 자는 

없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런 언급이 소크

라테스에게 대한 선입관을 제거하지 않고 도리어 강화시킬 것이고, 

모인 군중들에게 소동을 일으키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리라는 것이다. 

사실 이런 삽화를 얘기하는 소크라테스의 의도는 자신에 대한 오해를 

9) Montuori(1982; 1988, 52-7; 1990)는 델피 신탁의 이야기가 플라톤의 창작이라

고 주장한다. 이 이야기가 크세노폰의 변론을 제외하고 플라톤의 대화편

이나 제7서한에서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 근거로 든다. 이와 반대로, 
Guthrie(1969, 405-8), Brickhouse & Smith(1989, 87-108), Slings & de 
Strycker(1994, 74-82)는 델피 신탁 이야기를 의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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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고 잘못 전달된 자신의 모습을 제거하기 위함이었지만, 그들 생각

에는, 자신이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델피 신탁을 언급하는 소

크라테스가 거만하게 느껴졌을 것이고,10) 또 그들에게 시기심

(phthonos)을 불러 일으켰을 것이다(Brisson 2000, 225-228; 김유석 

2014, 184-185).11) 이런 요인은, 카이레폰의 입을 빌린다하더라도, 소

동을 일으키게 하는데 원인을 소크라테스 스스로 제공했고, 마지막에

는 이것이 더욱더 유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을 높게 했다.   

소크라테스가 델피 신탁을 언급하는 것은 자신의 유명세가 오랜 동

안 축적된 선입관과 소문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려는 의도에 기인한 

것이다. 위 인용한 구절 바로 직전에, 소크라테스는 자신에게 이중의 

고발인이 있다는 점을 모인 군중들에게 밝힌다. 현재 70(399년)살이 

된 자신을 고발한 아니토스 일파들과 45살 무렵에 자신을 기소한 사

람들이 이들이다. 현재 기소자들은 최초 고발자들의 기소내용을 근거

로 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선입관과 소문의 원인제공은 바로 최초 고

발자들에게 있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에 대한 선입관과 소문은 25년 

동안 걸쳐 형성된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이런 관점에서 이 짧은 변론 

시간으로 이것들을 모두 제거할 수 없을 것 같다는 회의적 반응을 내

비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19a, 24a, 37a; 고르기아스, 455a).12) 이

런 소문들을 진실이라고 믿고서 최초 고발자들은 선서 진술서(공술서)

10) 크세노폰은 그의 저작 변론, 2에서 소크라테스의 이런 태도를 megalêgoria
란 단어를 통하여 표현한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Burnet(1924, 145-146); 
Dorion(2005), Danzig(2005, 25-27, 46-47), Hogenmüller(2011), Pontier(2015)의 

연구를 참고. 
11) 연설과 비극에서 phthonos에 관해서는 Spartharas 2011, 205 이하; Sanders 

2014, 100-117를 참고할 것. 
12) 아테네에서 공적 기소에 대한 재판은 하루를 초과할 수 없다(MacDowell 

1978, 249). 하지만 하루를 초과한 재판들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Worthington(2013)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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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소크라테스는 죄를 지었으며 주제넘은 짓(periergazesthai13))을 하

고 있으니, 그건 땅 밑과 하늘에 있는 것들을 탐구하는가 하면,14) 한

결 약한 주장을 더 강한 주장으로 만들며,15) 또한 바로 같은 이것들

을 남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서입니다.”는 내용을 포함시킨다(19b). 

우리의 주제로 되돌아 가보자. 앞 인용한 문장(20e)에서 미리 소란

을 자제해주기를 부탁한 것도 소용없자, 소크라테스는 곧바로 재판관

과 청중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글쎄 언젠가는 그가 (카이레폰) 델피까지 가서 감히 이에 대한 신

탁의 대답을 구했죠. ― 한데, 제 말씀대로, 여러분! 소동을 일으키

지는 마십시오.(mê thorubêsête) ― 실은 그가 저보다도 더 현명한 

이가 있는지를 물었으니까요. 어쨌든 피티아 여제관(무녀)은 더 현

명한 자는 아무도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20e-21a) 

소크라테스는 델피의 신인 아폴론을 증인으로 내세운다. 아폴론에 

대한 언급은 그 자신이 인간적 지혜를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한 해명을 

13) 이 단어는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peri) 들쑤시고 

다닌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리하여 Valgimigli([1931] 1996)는 “si dà da 
fare in cose che non gli spettano”로 이탈리아어로 길게 번역한다.  

14) 대략 430년 공표된 디오페이테스 칙령을 가리키는 것이긴 하지만, 이 칙령

이 실제로 구속력을 지녔는지는 의문시 된다(Derrenne 1930, 19-24; 
MacDowell 1978, 200-202; Hansen 1995, 25; Platon 2002, 54-55, Note 37; 김
봉철 2003, 191-2; 콜라이아코 2005, 215-6을 참고). 또한 이 진술은 아낙사고

라스, 아폴로니아의 디오게네스 같은 자연 철학자들이나 이들의 입론들을 

수용하여 신의 존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하는 소피스트들을 염두에 둔 

것이다. 
15) 이 문장은 수사술의 사용을 지시한다. 아리스토파네스의 구름, 112 이하, 

889 이하; Burnet 1924, 157; Platon 1997, 131, Note 22; Platon 2002, 61, Note 
51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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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냥하고 있으며(Reeve 1989, 33-37; Brancacci 1997, 313 이하), 또 자

신이 무신론자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밝히는 좋은 예시라 할 수 있다. 

소크라테스는 이 신탁의 대답을 듣고 신은 무슨 의도로 이런 말을 했

을까 당혹해하며 고민한 끝에, 현자들로 생각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자신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신탁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려 했다고 자세하게 설명한다. 만약 다른 어떤 사

람이 자신보다 지혜롭다면 신탁의 말은 다른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먼저 자칭 지혜롭다는 정치가들을 찾아갔고, 그 다음 시인

들, 마지막으로 장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진정 지혜를 갖고 있는지 

캐묻는다. 그 결과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이들보다 더 현명하다는 사

실을 도리어 깨닫게 된다. 자신은 적어도 알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지

나간 얘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법정에 모여 있던 500명의 재판관들

과 많은 청중들에게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는 그들에게 자기를 변호하려는 긴 변명처럼 느껴

졌을 것이고, 특히 자신이 가장 지혜롭다는 선입관을 해명한다는 빌

미로 결과적으론 자기 자랑을 일삼는 사람이란 인상을 주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신탁의 내용에 대한 언급이 자칫 재판관과 군중에 의해 소크

라테스 자신이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으

로 해석될 여지가 많은 상황에서, 소크라테스는 왜 굳이 이런 내용을 

환기시키는 방식으로 변론하는 것일까? 그것은 소크라테스가 고안해

낼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오랜 동안의 비방과 선입관

은 재판관들과 청중들에게 견고한 인상을 남겼을 것이고 세 명의 고

발자들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법정의 분위기를 장악하고 있었으

리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 변론에서 소크라테스는 무죄를 입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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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자신은 무신론자로 추방당한 아낙사고라스도 아니며 동시에 

지식을 파는 소피스트 일원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16) 멜

레토스를 위시한 고소인들은 소크라테스를 한편에선 아낙사고라스와 

다른 한편에선 소피스트들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 그 이유가 된다. 

요컨대, 여기서 소크라테스가 델피 신탁의 내용을 전했을 때 

thorubos가 발생하는데, 그 내용이 재판관과 청중들의 심중에 그에 대

한 질투와 시기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V. 신의 선물로 발언한 것에 대한 thorubos(30c)    

아테네 여러분! 소동을 일으키지 마시고(mê thorubein), 제가 여러

분께 청했던 대로 따라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소동을 일으키지 마시고(mê thorubein) 들어주십시오. 제가 생각하

기로는, 여러분께서 들으심으로써 또한 이로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은 제가 여러분께 몇 가지 다른 걸 말씀드릴 참인데, 이것들에 

대해서 아마도 여러분께서는 고함을 (boêsesthe) 지르실겁니다. 하

지만 결코 그러지는 마십시오. (30c)   

앞 장 인용구절들에서 소동을 일으키지 말아달라는 부탁이 이미 일

어난 소동과 앞으로 하게 될 발언 때문에 생길 소동 양쪽을 모두 염

16) 전자에 관한 것은 소크라테스가 “그러니까 내가 해도 달도 신들이라고 믿지

를 않는다는게요?”(26d)라고 따져 묻는 문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아낙사고라스가 해를 돌이라 하고 달은 흙이라고 주장했다는 진술을 연상시

킨다(DK 59A1; Derenne 1930, 13-41; Montuori 1988, 147-200; 김봉철 2003, 
176-179). 또한 후자에 대하여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소피스트들과는 달리 한

갓 지식을 파는 사람이 아님을 변론에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역설

한다(20a-b, 27b-c, 3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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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에 두었듯이, 여기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사람으로서의 훌륭함

(aretê)은 자신의 혼에 대해 마음씀이며 몸이나 재물, 명성에 신경 쓰

는 것이 아님을 젊은이든 노인이든 만나는 사람마다 조언할 것이라고 

소크라테스는 말한다. 민주파의 주요 인물인 아니토스의 의도를 따르

든 말든 자신은 사람들에게 충고를 계속하겠다고 말한다. 이런 발언

은 틀림없이 아니토스에게 호의적인 대부분의 재판관과 방청인에게 

큰 소동을 일으켰을 것이다. 

하지만 이 이후의 변론내용이 더 많은 소동과 소란을 야기할 것이

고, 더 나아가서 고함(boês)까지 지를 것이 예상되어서 소크라테스는 

다시금 이를 자제해주기를 요청한다. 그 이유는 소크라테스의 생각에 

사람들이 들어서 유익하기 때문이며, 지금까지 해온 변론내용과는 다

른 것을 언급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모인 아테네인들에게 들어

서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소크라테스는 만약 자신이 사형에 처해진

다면, 그것은 아테네 시민들 자신을 해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소크라테스 자신은 일종의 아테네에게 준 신의 선

물이며, 아테네라는 굼뜬 말을 깨우는 등에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사

람이기 때문이다. 시민들 각자에게 붙어서 인간으로서의 훌륭함을 저

버리지 않도록 일깨우며 설득하기를 그만두지 않는 사람이 바로 자신

임을 소크라테스는 밝힌다. 

이런 얘기를 들은 시민들은 잠자코 있었을까? 소크라테스에게 호의

적이지 않은 아니토스와 다른 2명의 많은 지지자들은 법정에서 아우성

과 고함을 끊이지 않고 내뿜었을 것이다. 사실, 자신을 죽이는 행위는 

큰 손해이고 자신을 신의 선물에, 아테네와 그 시민들을 굼뜬 말에 비유

하는 그의 진술은 소크라테스라는 인물을 극히 거만하게 보이도록 했을 

것이다. 이런 거만함은 유죄판결 후 대응형량을 영빈관(Prutaneion)에서 

식사 대접으로 제시하는 부분에서 절정에 이른다(36d-37a). 28c-29a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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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자신을 전장에 나서는 아킬레우스에게 빗대는 태도도 청중들에게 

거만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이런 발언에 대해 재판관들과 청중들이 소

란(thorubos)을 일으키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고대 아테네 재판에서는 법률 전문가에 의한 판결이 정해지기보다

는 법에 대한 비전문가인 배심원 혹은 재판관들에 의한 도덕적 기준

에 의해서 판결이 내려지는 경향이 강했다. 그렇기 때문에 소크라테

스도 잘 지적하듯이 배심원들과 청중들에게 연민에 호소한다든가 그

들을 칭찬한다든가 하는 것이 판결에 큰 영향을 주었다(24e 이하 멜

레토스의 태도; 34c-e에서 감정에 호소하는 사례, 또한 법률 949b). 

그렇기에 의례적으로나마 이런 발언들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

고 이것이 법정에서 말하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부하는 

소크라테스는 거만하게 보였을 뿐만 아니라 ‘고집불통’으로 보이기 

했을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스스로도 재판관과 청중들에게 자신이 고

집불통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걱정한다(37a). 

더욱이, 정치적 힘과 이익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이를 이용해서 정

치적 행위를 하려는 공공 법정에서는 집단적 표 결집이 중요하게 된

다. 소크라테스를 기소한 세 사람은 각자의 직군을 대표하며, 또한 이

들을 지지하는 배심원과 청중들이 재판에 참여했을 것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만약 아니토스와 리콘이 자신을 기소하지 않았다면, 멜

레토스는 ‘총 투표의 5분의 1을 얻지 못해, 천 드라크메의 벌금을 물

었을 것’(36a-b)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재판관들과 청중들은 고발

자들을 지지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 채워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

에(Brisson 2001, 75), 펠레폰네소스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 아테네는 

보수화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소크라테스에 대한 부정적 소문

과 선입관이 이미 너무나 견고한 상태였기 때문에, 소크라테스의 무

죄 판결은 사실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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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소크라테스에게는, 유죄라는 선고는 이미 예견된 것이

었고, 다만 이런 투표의 유․무죄 비교수치가 놀라운 결과였다(280:220

으로 추정). 이런 점에서 보면, 소크라테스의 변론은 재판 전에 이미 

많은 부분 실패하고 있었다. 그런 이유로 아니토스는 소크라테스에게 

기소되지 않았으면 몰라도 기소되었다면 청년 타락을 막기 위해 사형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던 것이다(29c). 

VI. 맺는 말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전체적으로 정리해보자. Mê thorubein의 언급

을 통해 살펴본 소크라테스의 연설에 대한 재판관들과 청중들의 반응

은 다음 <표1>과 같다.

소크라테스는 어떤 발언이 재판관과 군중들에게 소란을 일으킬지 

<표 1: 재판관과 청중들의 반응> 

번호 쪽수 원문 내용 소크라테스의 의도
재판관과 청중들의 

반응

사례

1  
 

17c-d

아고라에서 사용하던 

말과 말하는 방식을 

그대로 사용

처음 법정에 소환, 
법정 변론 방식과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니 양해해 달라

소피스트와 

동일시됨으로써 

혐오와 분노 유발 

사례

2   
20e-2

1a

델피 신탁: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로운 자는 없다 

나는 인간적 지혜만을 

가지고 있다
질투, 시기

사례

3  
30c

나는 신의 선물이고 

아테네를 깨우는 

등에다 

나의 죽음은 

당신들에게 손해다 

거만함, 
고집스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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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알고 있다. 이것은 그가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말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숙고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는 

이런 소란을 피해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소크라테스는 왜 이런 선택

을 한 것인가?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변론에서 자신의 기소

에 대한 변론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체 삶에 대한 변론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하건대 재판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재판관들 및 다중들(hoi 

polloi)에게 호의적으로 말하거나 감정에 호소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

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다면 소크라테스는 평생 

자신이 추구한 가치를 스스로 포기하고 다중들에게 굴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17) 두 번째는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재판의 결과를 대략 예

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 당시 민주파의 중요 정치인은 트라

시불로스와 아니토스였다. 후자가 소크라테스를 기소한 핵심 인물이

다. 403년 30인 과두정권 하에서 발생한 일체의 일에 대한 사면령이 

있었기는 했지만, 아니토스와 그의 지지자들은 아테네의 전통을 파괴

하고 젊은이들을 타락시키는 소크라테스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Hansen 1995, 25-31; Wallace 1994, 153-155). 이런 부

정적 상황을 인지하고도 소크라테스는 소란과 소음을 회피하지 않고 

자신의 진실을 말한다. 위 도표에서 보듯이, 그의 진실은 도리어 재판

관들과 청중들에게 분노와 혐오를 유발했고, 또한 그들 대부분에게는 

소크라테스가 자기 자랑을 일삼는 거만한 사람으로 보였으며, 여기에 

집단적 적대심과 시기(28a)가 덧붙여짐으로써 그의 변론은 재판에서 

설득력을 잃게 된다.

399년 70살 소크라테스의 재판과 죽음, 이 사건은 현재도 여전히 

의문에 차있다. 그가 대체 어떤 이유로 사형을 당했는지, 정말로 불경

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이유인지 하는 문제가 논쟁거리다. 이 

17) 다중들과 대립하는 소크라테스에 관해서는 Voigtländer 1980, 108-131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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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관하여 필자는 복합론자다. 소크라테스의 사형은 그의 철학적 

탐구에 대한 아테네인들의 몰이해, 청년타락이라는 이데올로기에 집

착했던 아니토스와 그의 동조자들의 정치적 책략, 소크라테스의 종교

적 태도를 불경으로 간주한 그 당시 아테네인들의 퇴행적 무관용, 그

리고 소크라테스에 대한 고정 이미지를 배경으로 한 그의 연설에 대

한 재판관과 청중들의 적대적 감정 반응 등이 느슨하게 결합한 결과

물이다. 필자는 마지막 요소에 관하여 mê thorubein의 사용 맥락을 분

석함으로써 상세하게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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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uses of mê thorubein in Plato’s Apology of Socrates

Song, Daehyeon (Incheon National Univ.)

In Plato’s Apology of Socrates, Socrates asks his judges and bystanders mê 
thorubein(‘not to make a disturbance’) at his trial in the following vein: 

(1) He asks them in advance not to make a disturbance even though he would 
adopt the same as the words he uses and the way he talks in the market 
place(agora), then he once again call for them not to do that in order to draw their 
attention to his request(17c-18a, 27b-c). 

(2) He asks them not to make a disturbance, even though he would mention that 
the Delphic Oracle says that ‘no one is wiser than Socrates’(20e-21a). 

(3) He asks them not to make a disturbance, even though he would say that he 
is a gift from god to Athenians and a sort of gadfly that awakens the city of 
Athens that is comparable to a great and noble, but rather sluggish horse(30c). 

In sum,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se disturbances represent discontent among 
judges and bystanders in his apology, which would affect his sentence. Each of 
these disturbances shows their psycho-emotional responses to him, such as hatred 
and anger, collective jealousy and envy, their feelings about his arrogance and 
stubbornness. 

주제어: 소크라테스, 소란, 소동, 변론, 변명, 불경, 재판, 아테네

Key Words: Socrates, disturbance, tumult, thorubos, apology, impiety, trial, 
Ath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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浅析汉语佛源熟语的辞格运用*
18)

张雪姣·罗敏球（韩国外大）

[국문요약]

불원(佛源) 숙어(熟语)는 은밀한 표현과 교묘한 해학적 수사효과면에서 중국

어 수사학사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본고는 그러한 불원 숙어의 수사 특징을 

분석했다. 아직 발굴되지 않은 불원 숙어의 내포된 뜻을 파악하여 중국어 숙어

의 수사적 연원을 밝히는 데 연구 의의를 둔다. 숙어 용례에 숨어 있는 당시 사

회풍속을 탐구하고 숙어의 전통적 수사 기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했다. 특히 

비유(比喻)·대유(借代)·대구(对偶) 등 세 가지 수사법을 집중 조망했는데, 생동

감 넘치는 비유와 대유는 심오하고 난삽한 불법을 쉽게 설명해준다. 대구는 한

족의 사유와 중국어의 특색을 가장 잘 나타내는 수사법이다. 내용 면에서 ‘沙(모
래)’, ‘海(바다)’, ‘莲(연꽃)’, ‘根(뿌리)’ 등 불교 특색이 있는 비유체(喻体)를 반복

적으로 사용했는데 그 비유체의 분류와 용례 분석을 통하여 불원 숙어의 함의와 

의미적 특성을 고찰한다. 형식 면에서는 다중수사(多重修辭) 효과를 내기 위해 

여러 가지 수사법을 종합적으로 구사하였다. 

1. 绪论

佛源熟语1)是涉及佛教文化的成语、谚语、惯用语、歇后语的总称。

 * 본 논문은 2021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작성한 

것임.
1) 佛源熟语指来源于佛教或受佛教文化影响产生的一类熟语。“熟”有两层含义，

수사학 제41집
2021년 9월 30일 85-112쪽
DOI: https://doi.org/10.31325/KJR.2021.9.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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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教在两汉之际传入中国,佛教用语在与中国传统文化交融中所形成的佛

源熟语, 不但极大地丰富了汉语熟语系统，同时也对汉语的修辞体系产生

了一定影响。佛家强调“以心传心”2)的直观性体验，说经多采用“绕路说
禅”3)的方式，以象征性，形象性的语言来启发大众，因而佛经典籍中大量

使用了比喻、借代、对偶、比拟等修辞方式。随着佛经语言的俗化，这类
修辞方式也被保留在汉语熟语系统中。从修辞学角度对汉语中大量存在的

这类佛源熟语进行分析，对更好地理解和运用这类熟语的意义及修辞手段

具有一定积极意义。
目前学界专门从修辞格角度分析佛教文化词汇的文章并不多，主要有

如下几篇：骆小所(2001)｢略论佛教文化对汉语修辞学的影响｣从修辞文

体、修辞格4)、语音修辞三个方面论述了佛教文化对汉语修辞学的影响。

一是“为人们所熟悉”，生活中经常性使用。二是“成熟”，成语、谚语、惯用语
都是语言之精华，是人们长期语言实践的结晶，无论语型、语义、语法结构都

已成熟定型，因此，用“熟语一词来统指各种熟语单位具有概括性和代表性。

熟语通常为短语或句子，结构上具有稳固性，构成成分不能随意更换；意义上

也具有整体性，熟语的意义是特定的，不能只从字面去解释，如“周瑜打黄盖”
是“一个愿打，一个愿挨”之意，使用中与“周瑜”“黄盖”无关。俗语、成语、谚
语、惯用语及歇后语都是典型的熟语 (姚锡远 1998，38)。

2) 以心传心是佛教禅宗用语。意思是佛家讲经，不依赖语文文字，强调用心体会。
https://baike.baidu.com/item/以心传心/1753138?fr=aladdin (검색일: 2021.9.15.)。

3) 禅是悟佛成道的途径或方法，称禅悟，以禅称佛，说禅即悟佛。禅不能不说而

又不能明说,因而多利用比喻、借代等修辞方式进行暗示性说明，引导受教者用

心体会，避免直接点破其中意趣，这种说禅法叫做“ 绕路说禅”。
http://www.mingdeng.org/wk/5693.html (검색일: 2021.9.15.)。

4) 修辞格也叫修辞手法或修辞方式。修辞手法是为提高表达效果，用于各种文章

或应用文，在语言写作时表达方法的集合。“修辞格”这个名称是唐钺在《修辞
格》一书中首次提出的。唐钺给修辞格下的定义是：“凡语文中因为要增大或

者确定词句所有效力，不用通常的语气而用变格的语法，这种地方叫做修辞
格。”(唐钺 1923，1)。骆小所的《修辞探究》对修辞格做了比较明确的定义：

“修辞格是为了增加语言的表达效果，借助特定的语境，对语言进行特殊运
用、具有一定格式的言语形式。” (骆小所 198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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其中谈及佛教文化对修辞格的影响只是进行了简单概述，并未列举实例展

开具体论述。陈兰香(1999)｢佛教词语中的比喻造词及其美质｣以修辞学造

词法为切入点，从明喻、隐喻、借喻三个方面探讨了佛教词语中比喻造词
的形式及修辞效果。梁晓虹(1991)｢佛典之譬喻｣从譬喻原则、譬喻方法、

譬喻形式三个方面分析了佛典譬喻的特征。上述后两篇论文都仅集中于佛

教语言中比喻辞格的探讨和分析，且都以佛教词语为研究对象，未涉及谚
语、惯用语、俗语这几类熟语的辞格分析。

和宗教类俗语的修辞研究相关的韩语论文有如下几篇，고영섭(1993)｢
불교경전의 수사학적 표현의 연구 : 인간과 세계를 바라보는 불교의 

눈｣；채은하(2002)｢전도서에 나타난 속담의 수사학적 기능 연구｣；양

승구(2002)｢은유에 대한 인지의미론적 접근 : 성경에 나타난 은유를 

중심으로｣。以上三篇论文主要着眼于佛教和基督教经书中语言运用的修

辞效果分析，并未从修辞手法方面对俗语进行详细说明。

佛源熟语大量存在于汉语熟语体系中，本文通过对汉语中佛源熟语的

常见辞格进行归纳和分析，探讨佛源熟语的辞格运用的特点及其对汉语常

见修辞格所产生的影响。本文研究对了解汉语辞格的历史发展、进一步丰
富汉语熟语的修辞体系以及更好地在社会生活的各领域应用汉语修辞都具

有一定学术价值。同时，从文化学角度着眼，一定时期的熟语也是对当时
社会风俗文化的一种反映，对佛源熟语的辞格特征进行分析说明，对更好

地理解熟语意义、探究熟语背后的时代社会风情、民族心理、宗教思想等

也具有积极意义。
“熟语是人们通过长期的言语实践逐渐凝聚而成的特殊语言材料，是

语义上具有融合性、结构上具有定型性、功能上具有整体性的短语或短

句。”(钟运伟 2012，8)。熟语为大众所熟悉，普遍应用于日常语言中，一

般包括成语、谚语、惯用语、歇后语。”5) 本文所出现的语料用例主要归

5) 成语、谚语、歇后语及惯用语是熟语的下位分类，和熟语是种属关系。成语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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属于以上几种熟语类别。语料主要来源于中国佛教文化研究所(2013)《俗

语佛源》、朱瑞玟(2006)《佛教成语》等专著，武占坤，马国凡(1991)《汉
语熟语大词典》、温端政(2011)《中国俗语大辞典》等具有一定影响力的

熟语类词典及相关学术论文。

2. 修辞学及辞格

2.1 修辞学

《修辞学发凡》中提到了修辞学本身的任务和功用，“修辞学的任务
是告诉我们修辞现象的条理，修辞观念的系统。它担负实地观察、分析、

综合、类别、记述、说明(一)各体语言文字中修辞的诸现象(二)关涉修辞
的诸论著的责任，从(一)的原料和(二)的副料中归纳出一些条理和一个系

统来，做我们练习观察的基础，或直接做我们自由运用的资助。” 修辞学
可以说是一种语言文字的可能性的过去实验成绩的一个总报告，最大的功

用是使人对于语言文字有灵活正确的了解。6)《汉语修辞学(第三版)》中

古代流传下来的固定词组，音节以四字为主，多来源于历史故事或者典故、民

间寓言及诗文著作等。谚语也叫“俚语”，是一种流行于民间、大众口耳相传的

言简意赅的短语，表达了人们在征服改造自然和社会实践中积累的丰富的知识
和经验。歇后语是“由存在引注关系的前后两个部分组成”的熟语。前一部分是

“引子”，起辅助作用；后一部分是“注释”，表示附加义，是表义重点所在。如

“墙上挂狗皮——不象画(话)”，前部分“墙上挂狗皮”只是引子，如果没有后半部

分“不像画(话)”,就无法知道它所表达的具体含义。惯用语是具有特定含义、形

式短小、口语性很强的固定词组，以三字格为主，也有少数二字或多字的。惯
用语除字面意义外，必须具有深层次的比喻义或引申义。如“打预防针”，字面

指注射针剂，深层比喻对人的思想问题应加以预防。惯用语的口语色彩和感情

色彩都很浓厚，如“拍马屁”“吃独食”“穿小鞋”口语化和贬义色彩十分明显（钟
运伟 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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对修辞学进行了明确的定义，修辞学是研究提高语言表达效果的规律的一

个语言学分支学科。即研究如何依据题旨情境，运用各种材料及各种表现
手法，来恰当地表达思想和感情。修辞学的目标是指导人们运用和创造各

种修辞方法恰当地表现所要传达的内容，建立一个语言表达效果规律的系

统。”(王希杰 2014，14)。综上可见，修辞学是研究修辞现象及修辞运用

的一门学科，其研究对象是修辞过程中产生的种种修辞现象，研究目的在

于从修辞现象中归纳总结出依据具体语境，恰当地运用各种语言材料的规
律和技巧。

2.2 辞格

修辞格的“格”即指格式，因而修辞格又叫辞格、修辞方式、修辞手法

等。《修辞学发凡》中提到了辞格的范畴 “……把语词运用的可能性发扬
光大了，往往可以造成超脱寻常文字、寻常文法以至寻常逻辑的新形式，

而使语辞呈现出一种动人的魅力。在修辞上有这种魅力的有两种：一种是

比较同内容贴切的，其魅力比较地深厚的，叫做辞格，也称‘辞藻’；一种
是较同内容疏远的，其魅力也比较地淡浅的，叫做‘辞趣’。两种之中，辞
藻尤为讲究修辞手法的所重视。”(陈望道 1997，229)。王希杰《语言学百

题》中给修辞格的定义是“一种语言中为了提高语言的表达效果有意识地

偏离语言和语言运用常规并且逐渐形成的固定模式、特定模式。”(王希杰 

1991，346)。综上可见，修辞格属于语言文字范畴的形式变化，是表达修

辞意义的一种语言手段或方法。它只是修辞学的一小分支，不能等同于修

辞学。但修辞格是修辞学不可或缺的重要组成部分。

关于辞格的分类，陈望道在《修辞学发凡》中将辞格划分为材料上的

辞格、意境上的辞格、词语上辞格及章句上的辞格四类。材料上的辞格指

6) 有关修辞学的功用及任务的论述参考于（陈望道 199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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就事象材料而行的修辞；意境上的辞格指就心境意境而行的修辞；词语上

的辞格指一切利用词语成素的修辞；章句上的辞格指一切利用章句组织的

修辞。7) 这四类辞格总计三十八格。各格之中又包含若干式，如果算上

各式，共计有六七十格。  

3. 佛源熟语的常用辞格

佛理往往不是浅显易懂的，运用浅而不俗、意义恰当的文字去表达艰
涩的佛理是佛家语录的特点之一。因而佛源熟语中大量使用了比喻、借代

这两类最擅长“化深为浅”辞格去启迪人们进行佛学哲理的思辨。同时，对
偶作为最能体现汉民族思维及汉语修辞特色的修辞格之一，体现了语言的

对称均衡美，在熟语系统中也得到了广泛应用。本节主要从比喻、借代、

对偶三类常见辞格着手，对佛源熟语的修辞格运用进行分类整理及说明。

3.1 比喻

根据《汉语修辞格大辞典》的定义，比喻是借两类事物之间的相似

点，用本质不同的彼事物来描绘说明此事物，以达到形象深刻的表达效果

的一种修辞方式，也就是常说的打比方，又称譬喻。比喻的构成成分有本

体与喻体。本体，即被比喻的事物，可以是人、是物、是事，也可以是

7) 《修辞学发凡》对辞格做了以下分类，材料上的辞格包括：譬喻、借代、映

衬、引用、摹状、双关、移就、拈连、仿拟；意境上的辞格有：比拟、讽喻、
示现、呼告、夸张、倒反、婉转、避讳、设问、感叹；词语上的辞格包括：析

字、藏词、飞白、镶嵌、复叠、节缩、省略、警策、折绕、转类、回文；章节
上的辞格有：反复、对偶、排比、层递、错综、顶真、倒装、跳脱 (陈望道 

199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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景、是情；可以是抽象的，也可以是形象的；可以是词、短语，也可以是

句子、段落。喻体，是用来打比方的事物。常以具体、形象、生动的事

物、景物或事件作喻，有时也可以抽象的事理作喻 (谭学纯 ․ 濮侃 ․ 沈孟

璎 2010，4)。根据本体和喻体之间的关系，比喻可以分为明喻、暗喻和借

喻三种基本类型。佛经中常以生动的比喻比附说明深奥晦涩的佛理，以浅
喻深，达到深入浅出之效。本小节以明喻、隐喻、借喻的分类为依据，简
要分析佛源熟语中比喻辞格的运用。

3.1.1 明喻

根据《汉语修辞格大辞典》中的定义，明喻是比喻的一种。本体、喻
体、喻词都出现，利用本体与喻体之间的相似点，使本体形象深刻的一种
修辞方式。因其本体、喻体、喻词都出现，喻词常用“像、好像、似、似

的”等具有明显比喻意味的词，故称明喻（谭学纯 ․ 濮侃 ․ 沈孟璎 201

0，163)。本体和喻体间用“像、好像、比如……似的、犹如、恰似、仿
佛……似的”“同”等喻词明确地显示出比喻关系，这种称为详式明喻，除

详式明喻外，陈望道在《修辞学发凡》中还提到了略式明喻。8) 略式明

喻在佛源熟语中的运用也比较常见。详略两种明喻在佛源熟语中的具体运
用，请看下例：

(1) “如人饮水，冷暖自知” (《俗语佛源》2008，84)
(2) “如入宝山空手回” (《俗语佛源》2008，84)
(3) “味同嚼蜡” (《俗语佛源》2008，121)
(4) “月似弯弓，少雨多风” (《禅宗语录熟语汇释》2011，117)
(5) “对答如流” (《禅宗语录熟语汇释》2011，68)

8) 不同于详式明喻，略式明喻一般省去喻词，本体和喻体以排比或对偶的平行句

法呈现 (陈望道 199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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例(1)也作“如鱼饮水，冷暖自知”。南北朝·菩提达摩《血脉论》中

有：“道本圆成，不用修证。道非声色，微妙难见。如人饮水，冷暖自

知，不可向人说也。“这里本体为“道”，即修行佛道，喻体是“人饮水”，

本体和喻体以喻词“如”连接。意思是佛家强调修行境界的直觉性和个体
性，认为修行深浅如饮水一般，只能靠自身去感悟体会。现在这句俗语也

多比喻自己直接经历的事，只有自己知道。如鲁迅《〈故事新编〉序言》

中有：“况且‘如鱼饮水，冷暖自知’，用庸俗的话来说，就是‘自家有病自家

知’罢。”例(2)中“宝山”指佛法宝藏，字面意思为好像入山取宝却空手而

归。元·杨显之《酷寒亭》楔子中有：“正是当权若不行方便，如入宝山空

手回。“本体为”当权若不行方便“，喻体为”入宝山空手回“，本体喻体以

喻词“如”连接。比喻机遇虽好，却一无所获。例(3)字面意思为味道像吃蜡
一样没有滋味，本义指佛家人应清心寡欲，后多表示文章或者语言了无生

趣，枯燥无味。例(4)为气象谚语，意思为月亮像弯弓一样，预示着很少下

雨，多半是刮风。例(5)形容口才好，思维敏捷，回答问题不假思索，如流

水一般流畅。上述几例本体、喻体及喻词“如”、“同”、“似”都很明确，属
于标准的详式明喻。

(6) “人平不语，水平不流” (《俗语佛源》2008，17)
(7) “佛是金装，人是衣装” (《俗语佛源》2008，114)
(8) “药医不死病，佛度有缘人” (《俗语佛源》2008，149)

以上几例都没有出现具体喻词，本体和喻体以排比或对偶的平行句法呈

现。属于略式明喻。例(6)谓人心平气和便不会诉说，犹如水静便不会流动。
例(7)的意思是如同佛像庄严靠黄金装饰，人的形象也要靠穿衣打扮。例(8)指

灵丹妙药只能医治尚不致死的病症，同样，佛法也只能度化有缘之人。

3.1.2 隐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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根据《汉语修辞格大辞典》中的定义，隐喻又叫暗喻，是比喻的一

种。本体、喻体、喻词都出现，喻词常用“是、成了、成为、化为、化作”

等。因以“是、成为”等关联，本体与喻体的关系更加密切（谭学纯 ․ 濮侃 

․ 沈孟璎 2010，1）。陈望道在《修辞学发凡》中指出：“隐喻在形式上是

相合的关系。隐喻的形式是‘甲就是乙’。隐喻中本体和喻体之间常用“

是”，“为”，“成”之类表达肯定语气的词汇进行连接。但也有省略这类连
接词，只出现本体和喻体的情况 (陈望道 1997，78)。如辛弃疾词中有：

“旧恨春江流不尽，新恨云山千叠。”过去的恨就是流不尽的春江水，今天

的恨就是重叠的云山。这里的本体(旧恨，新恨)和喻体(春江，云山)直接

先后出现，中间无任何连接词。佛源熟语中隐喻修辞格的运用也往往省略

这类连接词，以“喻体+本体”先后接连出现的形式呈现。如下例：

(9) “一瓣心香” (《俗语佛源》2008，10)
(10) “心猿意马” (《俗语佛源》2008，59)
(11) “刀山剑树” (《俗语佛源》2008，17)

例(9)中本体为“心”，喻体为“香”。心的形状类似供佛所用的瓣香。佛

家讲求内心虔诚，“心香”即以心为香，虔然供佛，衷心精诚，便能感通神

佛。后用来表示衷心的崇敬及祝愿之情。例(10)中本体为“心”和“意”，喻
体为“猿”及“马”。心为猿猴躁动难安，散乱的意识是四方追逐的奔马。形

容难以控制心神，专注做事。也因此佛家将“心猿意马”视为入定修道的障

碍。例(11)中”刀山“意思是由尖刀是山，利剑为树，这在佛教中是极其残
酷的地狱刑罚。这类以“本体+喻体”形式出现的还有很多，如表示佛法深

广，喻为“法海”“义海”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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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借喻 

根据《汉语修辞格大辞典》中的定义，借喻是本体、喻词都不出现，

直接用喻体代替本体的一种修辞方式。借喻本体与喻体的关系比明喻、暗

喻更密切，喻体代表什么本体，要结合特定语境体会。因借用他物代替本

体，故称借喻 (谭学纯 ․ 濮侃 ․ 沈孟璎 2010，137)。 如下例：

(12) “醍醐灌顶” (《俗语佛源》2008，233)
(13) “吹大法螺” (《俗语佛源》2008，108)
(14) “龟毛兔角” (《俗语佛源》2008，116)

例(12)中“醍醐”是从牛乳中反复提炼而得出的精华部分，因工序复杂
又有极高的药用价值，所以佛教常用“醍醐”比喻至高教义及佛性等。佛教
用语俗化后，“醍醐灌顶”指灌输智慧，消除内心疑虑。例(13)中“法螺”是

佛家举行宗教仪式时吹奏的乐器之一。螺即海螺，穿孔吹之，声大且远。
因而佛家用“吹大法螺”比喻佛法广为流传，广益众生。由于法螺发出的声
音空旷且大，传播距离远，佛语俗化后多用“吹大法螺”比喻爱吹牛，说空

话。例(14)中龟本来就无毛，兔子也没有角，因此”龟毛兔角”只徒有一个
名字而已，实际上是不存在的。因而熟语多用“龟毛兔角”比喻子虚乌有或

有名无实的东西。以上三例中均直接以喻体代替本体，属于借喻。佛源熟

语中这类修辞的运用极为广泛，又如昙花一现、顽石点头、抛砖引玉等

等。

除以上三种基本的比喻形式外，佛源熟语中还应用了较喻、反喻9)等

9) 谭学纯 ․ 濮侃 ․ 沈孟璎(2010, 129)在《汉语修辞格大辞典》中对较喻的定义
为：将人同外物作形象的比较，权衡其轻重缓急、估量其高低长短的一种修辞
方式。较物是“喻中有比”。又称权衡性比喻。较喻按比较的程度，可以分为超

过、不如和平等三类。反喻也是比喻的一种，又叫做否喻或非喻，是以对喻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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其他特殊的比喻类型。如下例：

(15) “救人一命，胜造七级浮屠” (《俗语佛源》2008，184)
(16) “休将三寸烛，拟比太阳辉” (《禅宗语录熟语汇释》2011，112)
(17) “刀疮易没，恶语难消” (《禅宗语录熟语汇释》2011，89)

例(15)运用了较喻辞格。较喻是用比较的方式打比方，说明在某一相

似点上，本体超过了喻体或是不如喻体。“浮屠”指佛塔，佛塔层数一般为
五、七、九等单数，以七级最为常见，故有“七级浮屠”之说。佛塔层数是

“功德”的衡量标准，层数越高，功德越圆满。这里本体是“救人一命”，喻
体是“造七级浮屠”，由喻词“胜”连接，“胜”有“超过”的意思，句意为救人

一命的功德超过了建造七级浮屠。凸显了佛家对“护生”、“放生”理念的提

倡。例(16)例(17)运用了反喻辞格，即用否定形式构成比喻，说明本体不是

喻体或不具备喻体的某些特点。例(16)意思是不要将三寸蜡烛的微光，比

作太阳的光辉。形容个人力量无法与佛法相比，熟语中也常常意指小事物

不值得无限夸大。例(17)意思是恶语对人的伤害不像刀伤一样可以轻易消

去，形容言语对人的伤害之深。

3.2 借代 

根据《汉语修辞格大辞典》中的定义，借代是借用与本体事物相关的

事物名称临时代替本体的一种修辞方式。又称换名、代称。临时代替本体
的叫代体（谭学纯 ․ 濮侃 ․ 沈孟璎 2010，135)。借代很容易与借喻相混

淆。两者相似点是本体都不出现，借喻直接用喻体替代本体，借代用代体
代替本体。对于两者的区分。陈望道指出：“所说事物纵然同其他事物没

的否定而构成比喻的一种修辞方式。常用喻词有“不是”、“不像”等。本体和喻
体之间是否定关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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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类似点，假使中间还有不可分离的关系时，也可借那关系事物的名称来
代替所说的事物。”(陈望道 1997，80)。可以看出，首先借代和借喻构成

的基础条件不同。借喻以事物及事物以相似性为基准进行关联，而借代中

事物之间以某种关系性进行连接。“借喻要求本体与喻体有某种相似点，

而相似的事物常常不止一个，因此，喻体可能具有多样性、不确定性；借

代的构成条件是本体，与代体之间具有某种相关性，本体与代体之间有某

种必然关系。其次，借喻和借代隐含的转化形式不同。借喻是比喻的一

种，只是本体不出现，直接以喻体代替本体，所以可以补出本体；而借代

的本体与代体之间不存在相似关系，所以无法转换。”（谭学纯 ․ 濮侃 ․ 
沈孟璎 2010，137)。

佛源熟语中大量运用了借代辞格，本节以陈望道对借代辞格的划分为
依据，分析佛源熟语中借代修辞的运用特点。根据借代中代体和本体的之

间关系性的不同，将借代分为旁借和对代两类。(陈望道 1997，80)。旁借

的代体和本体之间是伴随事物和主干事物的关系，一般多用伴随事物(如

事物的特征、所在地或产地、制作的资料或是工具)来代替主干事物，旁

借又具体分为四类，下文结合例文进行详述；对代的代体和本体之间是相

互对立的关系，如部分和全体、特定和普通、具体和抽象、原因和结果这
四类关系，下文结合例文具体说明。

3.2.1 旁借

旁借是以“伴随事物和主干事物的关系”为基准的借代方式，其下位又

可细分事物和事物的所在或所属相代，事物和事物的资料或者工具相代，

事物和事物的作家或产地相代，事物和事物的特征或标记相代四类 (陈望

道 1997，80)。请看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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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祗树有缘” (《俗语佛源》2008，139)
(19) “无事不登三宝殿” (《俗语佛源》2008，41)
(20) “衣钵相传” (《俗语佛源》2008，93)

例(18)属于旁借中的事物和事物的所在或所属相代。“祗树”为祗树
园，在古印度舍卫城，与王舍城的竹园同为释迦摩尼时代的两大精舍之

一。释迦摩尼在此居住二十五年左右，宣讲了多部经典。“祗树”、“祗园”

后多用来代指佛法或佛寺，因此“祗树有缘”意指和佛法有缘，也指入寺为
僧。10) 例(19)属于事物和事物的特征或者标记相代。“三宝”谓佛宝(佛祖

释迦摩尼)、法宝(佛教经籍教义)和僧宝(佛教僧人)，这三宝即是佛家代表

性特征，因而用“三宝殿”代佛殿。“无事不登三宝殿”原义为佛教寺庙中有

礼拜、供养等法事方入佛殿，无事不得随便在殿内走动吵嚷。俗语引申出

无事不来，来便有事相求的意思，带有一定贬义。例(20)也是事物和事物

特征或标记相代。“衣”指僧人法衣袈裟，“钵”是僧人食器，衣钵是和尚随
身携带的物品，是和尚的标记之一，俗语中也有“和尚在钵盂在”一说。佛

教禅宗师徒间传法，常以衣钵为信，称为衣钵相传。现在泛指师徒之间学
问或技术的传授。

3.2.2 对代

对代是用和文中所说事物相对待的事物的名称来代替本名。可细分为
部分与全体相代、特定与普通相代、具体与抽象相代、原因和结果相代四

类(陈望道 1997，88)。如下例：

(21) “行住坐卧” (《俗语佛源》2008，91) 

10) 有关“祗树”的起源参考于《俗语佛源》(中国佛教文化研究所 2008，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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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一人吃斋，十人念佛“ (《俗语佛源》2008，3) 
(23) “七手八脚 ” (《俗语佛源》2008，16) 
(24) “一字入公门，九牛车不出” (《禅宗语录熟语汇释》2011，115) 
(25) “镜花水月” (《俗语佛源》2008，233)  

例(21)行住坐卧是身体的四种状态。佛经中有：“行住坐卧，受诸苦

恼。”意为出家人一举一动都受规矩限制，不可任意草率。用“行住坐卧”

四种状态指代人的一切举动，是以特定代普通的对代修辞格的运用。例

(22)本义为一个人虔诚地信佛修行，便能够带动更多人学佛向善。俗语也

多解释为一个人身体力行做某种事情，从而带动更多人去做。“吃斋”和

“念佛”是佛家弟子日常修行的基本内容，这里用吃斋念佛指代一切佛家修

行活动，也是特定代普通辞格的运用。需要说明的是，此处的“十人”也运
用了对代修辞格。《修辞学发凡》中指出：“以定数代不定数，也是以特

定代普通的一格。”(陈望道 1997，88)。例(22)中的“十”在意义上并不是指

固定数值十，而是代指“很多或更多”这样一个不定数，因而也是对代手法

的体现。例(23)出自《续灯录》卷二三：“七手八脚，三头两面；耳听不

闻，眼觑不见。”原义为不管人群来往嘈杂，我自耳不闻，眼不见，心中

泰然。俗语中常用来指人多，动作忙乱。这里的“手”“脚”以部分代整体，

用手脚代指完整的人，“七手八脚”的意思便是指人很多。例(24)中的“一

字”是以部分代整体，用一个字代指整篇诉状公文，“公门”古代指国君之

外门，后泛指官府、衙门等地。这里以“门”代指整个办事机关，也是以部

分代整体。全句意为诉状一旦送交官府，就会成为审案凭据，不可更改，

因而书写诉状公文时落笔格外慎重。例(25)用“镜中花“水中月”来代指世界

的虚幻不实，后来也用来指诗文中空灵的境界。这两例属于以具体代抽

象。虽然关于具体和抽象的关系没有一个清晰明确的界定，歧义很多。但

陈望道在《修辞学发凡》中给出了一定的界限：“具体指事物的形体，抽

象概指事物的性质，状态，关系，作用等类而言。”(陈望道 199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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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镜花”和“水月”分别指代镜子中的影像和水里的倒影，都是具体存在的，

而世界的虚幻、诗文的空灵境界都是抽象的状态。“镜花水月”是以影像这
样的具体实物来指代虚幻的抽象状态。

3.3 对偶

佛源熟语作为被广泛使用的熟语系统之一，在修辞上也大量使用了对
偶辞格。根据《汉语修辞格大辞典》中的定义，对偶是使用两个字数相

等、结构相同或相似的短语或句子表达相关或相反语意的一种修辞方式。

又称对仗、俪辞(或写作“丽辞”)、骈俪。“偶”、“俪”都是成双、配对的意

思，“骈”本义是两马并驾，引申为并列（谭学纯 ․ 濮侃 ․ 沈孟璎 2010，

47)。对偶是最能体现汉语修辞特色的修辞格之一。对偶辞格可以从多个
方面进行分类。从上下句语义关系上看，可分为正对、反对、串对三类；

从格律严宽上看，又可分为严对和宽对。11) 下文结合具体例文进行说
明。本节按照对偶在内容方面的分类，对佛源熟语中正对、反对、串对三

类辞格进行整理及分析。

3.3.1 正对

根据《汉语修辞格大辞典》的定义，正对指对偶的出句和对句表达相

近的语意，两句互相补充，从两个方面说明同一个事物、描述同一种景物 

(谭学纯 ․ 濮侃 ․ 沈孟璎 2010，48)。如下例：

11) 严对要求上下句字数相等，结构相同，词性一致，平仄相对，不重复用字。宽
对在格式上要求就不是那么严格，只要求结构基本相同、音韵大体和谐，可以

用相同的字，只要基本符合对偶的格式就可以 (谭学纯 ․ 濮侃 ․ 沈孟璎 2010,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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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大海从鱼跃，长空任鸟飞” (《禅宗语录熟语汇释》2011，145)
(27) “超出三界外，不在五行中” (《俗语佛源》2008，201)
(28) “人贫志短，马瘦毛长” (《禅宗语录熟语汇释》2011，104)
(29) “从苗辨地，因语识人” (《禅宗语录熟语汇释》2011，89)

例(26)从内容来看，“大海”与“长空”相对；“从”古同“纵”，取“放任”

之意，与下联“任”相对；“鱼跃”与“鸟飞”相对，本义指佛法无边，禅机无

处不在，处处皆可领悟。现在这个俗语多用来表达天地广阔，可以任意施

展才华。从平仄上看，上下联分别为“仄仄平平仄”、“平平仄仄平”，韵律

和谐。例(27)从内容来看，“超出”对“不在”，“三界”对“五行”，佛教把众生

世界分为欲界、色界、无色界三界，这三界是众生生死轮回的场所，充斥

着无穷的烦恼与痛苦；五行则是中国古代哲学概念中的“金木水火土”，是

构造物质世界的五大元素。五行相生相克，构成万物及其运动变化。“超

出三界”即指超越生死轮回，“不在五行”意味着不受物质世界的制约。超

凡脱俗，不受俗物的污染和拘束。从音韵上考察，上联为“平平平仄仄”，

下联为“仄仄仄平平”，平仄对仗工整。例(28)从内容来看，“人贫”对“马
瘦”，“志短”对“毛长”，意指人在穷困的时候多为温饱所困，很难有大志

向，就如同瘦弱的马匹显得毛很长一样。从平仄上也对仗整齐，上联“平

平仄仄”对下联“仄仄平平”，错落有致。例(29)“地”对“人”，“辨”对“识”，

意思是根据事物出现的预兆可以判断事物性质。以上四例均上下联结构相

同、词性及平仄相对，且不重复用字。从对偶修辞对语句结构的要求来
看，都可以算是严式对偶。

上述运用了正对修辞格的佛源熟语根据上下联语义关系可细分为两
类。第一类如例(26)、例(27)，上下两联在语义上是并列关系，不分主次，

上下两联合并使用加强了修辞效果，使全句更具说服力。第二类如例(2

8)、例(29)，这两例上下联在语义上有主次之分。如例(28)中“人贫志短”表

达了全句的中心思想，下联“马瘦毛长”主要起到对上联句义的衬托和加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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作用。例(29)中下联“因语识人”是全句所要表达的中心所在，上联“从苗辨

地”是对下联的一个衬托。

3.3.2 反对

根据《汉语修辞格大辞典》中的定义，反对是对偶的出句和对句中使

用语义相反或相对的词语，或者两句从对立矛盾的两个方面揭示事理（谭
学纯 ․ 濮侃 ․ 沈孟璎 2010，49)。如下例：

(30) “恶人无善念，善人无恶心” (《禅宗语录熟语汇释》2011，91)
(31) “从无入有易，从有入无难” (《禅宗语录熟语汇释》2011，88)
(32) “直须狮子咬人，莫学韩卢逐块” (《禅宗语录熟语汇释》2011，108)

例(30)上下联中“善恶”相对。意思是罪恶的人不会发善心，善良的人

也不会生出害人之心。例(31)中“有无”相对、“难易”相对，参禅悟道从不

知到初知很容易，但学得佛法后能做到不被条文束缚却很难。熟语多指人

从由穷困到适应富有的生活是很容易的，但由富裕再次回到穷困，往往很
难适应。例(32)下联运用了典故“韩卢逐块’，韩卢是战国时代善跑的猎
犬，但在战场上常常误以为石块是骨头拼命追逐。因而“韩卢逐块”比喻在

无用的事情上白花力气。上联“狮子咬人”与其语义刚好相反，狮子觅食往

往一口咬住要害，一招制敌。因而“狮子咬人，韩卢逐块”多劝诫做事要一

针见血，抓住要害，不要在无用的事情上白费力气。

3.3.3 串对

上述的正对和反对，上下两联语义关系通常是并列的，称为“平对”，

前后位置没有绝对规定，倒置也不会影响句义。“串对则是上下句的语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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具有承接、转折、递进、因果、条件等逻辑关系。”（谭学纯 ․ 濮侃 ․ 沈
孟璎 2010，49）。 串对又称流水对，意为上下两联像流水一样语义前后

相关，一般不能倒置。如下例：

(33) “出一人口，入千人耳”(《禅宗语录熟语汇释》2011，87)
(34) “平时不烧香，急来抱佛脚” (《俗语佛源》2008，67)
(35) “大海若知足，百川应倒流” (《禅宗语录熟语汇释》2011，89)
(36) “宁可清贫常乐，不做浊富多忧” (《禅宗语录熟语汇释》2011，101)

例(33)中“出”对“入”，“一”对“千”，“口”对“耳”，一人说话，上千人可

以听到。原指佛法传播之大，影响之深。现在熟语中多指言论传播之快，

话一出口，便会传到众人耳朵中。上下联之间是承接关系。例(34)“平时”

对“急来”，指平时不烧香礼佛、积德修行，到了有难之时才想起匆忙求

佛。熟语常常用来形容平时不积极准备，事到临头才匆忙补救，上下联语
义相接，不可倒置。例(35)“大海”对“百川”，动词“知足”对动词“倒流“，

“若”与“应”相当于现代汉语关系连词“如果”、“就”，上下两联存在假设关
系，全句字面义为假如大海有满足之时，那么江河之水就会倒流了。原义
旨在告诫参禅悟道应不知满足，学无止境。现在熟语也用来讽刺人心贪
婪，没有满足的时候。例(36)上下联“清浊”相对，“贫富”相对，“忧乐”相

对，宁可清贫无虑地生活，也不以不义之财忧愁度日。上下两联语义上是

选择关系。

4. 佛源熟语的辞格运用特征

佛源熟语的辞格在内容和形式上具有一定特色。内容上，熟语中“

沙”、“海”、“莲”等意象往往会多次反复出现，形成了佛教文化色彩鲜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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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体系性喻体群。形式上，为增强表达效果，佛源熟语往往会综合运用几
类辞格。本节从上述两方面对佛源熟语的辞格特征进行分析。

4.1 内容-体系性的喻体群

佛源熟语中经常运用比喻辞格，其中一些喻体的反复出现及引申运用会
形成具有一定规律性的喻体群。对这类有一定规律性的喻体群进行整理分

析，有利于更好地理解和应用佛源熟语。

4.1.1 水类喻体群：“沙” “海” “流”

佛源熟语中与水有关的喻体主要包括“沙”“海”“流”这几类，如下例：

(37) “恒河沙数” (《俗语佛源》2008，157)
(38) “沙里淘金” (《禅宗语录熟语汇释》2011，78)
(39) “入海算沙” (《俗语佛源》2008，18)
(40) “聚沙成塔” (《俗语佛源》2008，223)
(41) “百川众流，莫不朝宗于海” (《禅宗语录熟语汇释》2011，85)
(42) “截断众流” (《俗语佛源》2008，223)

佛源熟语中“沙”“海”一般比喻极多的数目。例(37)“恒河沙数”比喻数
量极多，像恒河中的沙粒一般无法计算。恒河12)为印度的一条大河，据载
“恒河是佛生处，游行处，弟子现见，故以为喻。众人以恒河为福德吉

河，能洗去垢恶，人皆知恒河，故常以恒河为喻。”13)例(38)“沙里淘金”比

12) 恒河流域是印度文明的发源地之一，作为昔日佛教兴起的地方，恒河直至今天

仍被尊为印度教的圣河，至今在恒河周围还遗存有不少佛教圣地。

13) 有关“恒河”的说明参考于《俗语佛源》(中国佛教文化研究所 2008，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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喻从大量的材料中选取精华，也比喻费力大而成效少；例(39)“入海算沙”

指到海里数沙子，比喻耗费精力做了大量无用功。之后也引申用作褒义，

表示在学业上精进勤勉。例(40)“聚沙成塔”字面义为将细沙堆积成佛塔，

原指孩童的堆塔游戏，现在多比喻积少成多。“流”作为喻体，在佛源熟语
中常常比喻一类人事或一种教派。例(41)“百川众流，莫不朝宗于海”，“众
流”在这里便是比喻教义上互有差别的各教派。成语“三教九流”便是指

儒、佛、道三教以及先秦至汉初的九大学术流派。“入流”指“小乘佛教的

第一果，初入圣人的行列”14)，现在多用“不入流”形容思想、言谈不着边
际，档次低下或不符合潮流。例(42)“截断众流”多形容从众多同类中脱颖
而出、不同凡响的作品，“众流”在这里便指普通常见的一类作品。

4.1.2 木类喻体群：“莲” “根” “机”

佛源熟语中与花草树木有关的喻体主要有“莲”“根”“机”几类，如下

例：

(43) “口吐莲花” (《俗语佛源》2008，18)
(44) “步步生莲花” (《俗语佛源》2008，107)
(45) “火中生莲” (《俗语佛源》2008，55)
(46) “六根清净” (《俗语佛源》2008，54)
(47) “应机说法” (《俗语佛源》2008，104)
(48) “机缘巧合” (《俗语佛源》2008，80)

14) “入流”作为佛教术语，是佛教中最初的修行位阶，为沙门四果中的初果-须陀洹

果。意思是凡夫俗子通过修行断尽“见惑”，开始见到佛道，进入圣道之法流。

沙门四果指须陀洹果、斯陀含果、阿那含果、阿罗汉果，略称四果。是小乘的

四种修行证果，也是修行过程中的四个阶段。https://baike.baidu.com/item/四沙

门果/980153?fr=aladdin (검색일: 202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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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莲”15)多用来比喻指吉祥、洁净、美好的人或事。例(43)“口吐莲花”

比喻说法精妙，出口成章。例(44)“步步生莲花”比喻女子步态轻盈多姿。

例(45)“火中生莲”喻身处烦恼而能得到解脱，达到清凉境界。佛源熟语常

以木来比喻人，因为人的秉性像树木生长一样，会随着后天环境成长逐渐
养成，因此将人之本性比作“树根”，即树的根基。用“根性”表示人的本

质，慧根代表一个人的悟性、善根代表一个人的善心、业根16)则指罪性

等。佛经中常说的“六根”指眼耳鼻舌身意六种器官。例(46)“六根清净”指

六种感官不受尘世污染，身心不受外界干扰。这样才能修道成佛。“人有

六根，根之发动处曰机。”(中国佛教文化研究所 2008, 70)。“机”是“根”发
动处，即开端、契机，因而“根机”二字常常连用，用来比喻人的本性。例

(47)“应机说法”也说“随机施化”，指佛根据受教者的本性、根机不同，而

施以不同说教，引导其入不同法门，类似于因材施教的意思。例(48)“机缘
巧合”中的“机缘”比喻众生信受佛法的根机和因缘，众生有善根之“机”，

因而能受教佛法之“缘”，即有善良的本性，便有受惠佛法的缘分。现在”

机缘“多引申指机会和缘分。

4.2 形式-辞格的综合运用

辞格的综合运用是一句话中同时使用两种及两种以上修辞格，多种辞
格综合运用，能够达到多重修辞效果。辞格的综合运用包括连用，兼用及

15) 佛教认为荷花出淤泥而不染，如同佛在生死烦恼中出生，又参透生死烦恼，从
中开脱。所以有“莲花藏世界”之义。佛教文化中，莲花是佛所栖身的“净土”，
因而菩萨以莲花垫为座。https://zhidao.baidu.com/question/71076627556 
7254285.html(검색일: 2021.9.15.)。

16) “业”表示行为完成，相当于已经。佛教认为人的一切行为、言语、思想均为
“业”，包括善恶两方面，一般专指恶业。“业”由此引申出罪孽之义。
https://baike.baidu.com/item/业/7319986?fr=aladdin (검색일: 202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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套用三种类型。佛源熟语常见比喻与对偶辞格的综合运用，以下举例说
明。

4.2.1 比喻对偶套用

根据《现代汉语(增订三版)下》中的定义，辞格的套用是指一种辞格

里又包含着其他辞格，分层组合，形成大套小的包容关系（黄伯荣 ․ 廖

旭东 2002，290)。不同辞格相互嵌套，互相包容，最大限度地增强了表达
效果。《汉语修辞格大辞典》中将比喻对偶两种辞格的套用形式定义为
“对喻”，即以对偶的形式出现的比喻。常见形式是两个比喻句构成一个对
偶句 (谭学纯 ․ 濮侃 ․ 沈孟璎 2010，55)。如下例：

(49) “苦海无边，回头是岸” (《俗语佛源》2008，142)
(50) “阎王好见，小鬼难当” (《俗语佛源》2008，190)
(51) “挂羊头，卖狗肉” (《俗语佛源》2008，151)

以上三例从整体形式上来看是对偶，但上下联中又分别嵌套了比喻辞
格。属于在大的对偶辞格的框架下包含了小的比喻辞格。例(49)佛教认为
众生遭遇生老病死、爱怨别离之苦，茫茫无边，因此将要经历生死轮回的

凡世比喻为“苦海”。而“岸”则比喻与苦海相对的超脱生死的极乐世界。意

在劝人去恶向善，通过修行悟道获得解脱。现也多用来比喻作恶之人只要

彻底悔改，就有出路。例(50)也作“阎王好见，小鬼难缠”，“阎王”比喻当
官为首者，“小鬼”比喻下属，熟语用来讽刺官场黑暗，大人物见面好说
话，无名小卒反而故意刁难。例(51)中“羊头”、“狗肉”分别比喻商品广告

和实物，全句比喻以好的商品做招牌，实际上兜售低劣的货品的以次充好

的欺诈行为。佛源熟语中比喻对偶辞格的套用，使句子在形式上音节协
调、句式整齐的同时内容也十分生动贴切，通俗浅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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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比喻对偶兼用

根据《现代汉语(增订三版)下》中的定义，辞格的兼用是指一种表达
形式兼有多种辞格，也叫“兼格” (黄伯荣，廖旭东 2002，289)。辞格兼用

将多种辞格融为一体，互相补衬。从不同角度分析同一句子，体现的是不

同的辞格。比喻对偶辞格的兼用与上小节中比喻对偶辞格的套用的区别在

于，套用是上下联各自为喻，即上下联中分别运用了比喻辞格，因而整句

中一般存在两个比喻，如“人心似铁，官法如炉”，上下两联句式整齐，分

别是两个独立的比喻。而比喻对偶辞格的兼用则是上下联整体理解起来是

一个比喻，全句只有一个比喻，上下两联可以用喻词连接起来。如下例：

(52) “何官无私，何水无鱼” (《禅宗语录熟语汇释》2011，93)
(53) “一语伤人，千刀搅腹” (《禅宗语录熟语汇释》2011，115)

例(52)意思是哪有做官没有私心的，就如同哪有河水没有鱼的，意味

凡人皆有私心。例(53)形容言语对人的伤害之深，如同千把刀在搜肠刮

肚，告诫人们应出言慎重。以上两例从形式上来看音节协调、句式整齐，

是对偶；从内容上看，两联都是本体和喻体的关系，可以用“如同”、“像”

等喻词连接，整句运用了比喻辞格。

5. 结语

佛源熟语以其曲折隐晦的表达方式和巧妙诙谐的修辞效果对汉语修辞
体系产生了一定影响。本文从修辞格角度着眼，对佛源熟语的修辞特点进
行了简要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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引言部分首先对佛源熟语的概念范畴及分类进行了说明，对当前学界

在佛源词语修辞方面的研究进行了梳理，并简要说明了本文的选题缘由与
研究价值。

第二章对修辞学和修辞格的定义和范畴做了区分。修辞学是研究修辞
现象及修辞运用的一门学科，其研究对象是修辞过程中产生的种种修辞现
象，研究目的在于从修辞现象中归纳总结出依据具体语境，恰当地运用各

种语言材料的规律和技巧。而修辞格仅属于语言文字范畴的形式变化，是

表达修辞意义的一种语言手段或方法。修辞格只是修辞学的一小分支，不

能等同于修辞学。但修辞格是修辞学不可或缺的重要组成部分。

第三章对比喻、借代、对偶这三类佛源熟语中的常见辞格进行了熟语
例句的整理及分析。佛经中常以生动的比喻比附说明深奥晦涩的佛理，以

浅喻深，达到深入浅出之效。第三章第一小节以明喻、隐喻、借喻的分类
为依据，分析了佛源熟语中比喻辞格的运用。佛源熟语意在用通俗巧妙的

语言的启迪人们思考生活哲理，因此也大量使用了能使语言更加形象化的

借代辞格。第三章第二小节从旁借和对代两个方面分析了佛源熟语中借代

修辞的运用特点。对偶作为最能体现汉民族思维及汉语修辞特色的修辞格

之一，在佛源熟语系统中也得到了广泛应用。第三章第三小节按照对偶在

内容方面的分类，对佛源熟语中常见的正对、反对、串对三类辞格进行了

整理及分析。

第四章分析总结了佛源熟语的辞格运用在内容和形式两方面的特征。

内容方面，佛源俗语中“沙”“海”“莲”“根”等佛教意象的反复使用使得佛源

熟语内容上形成了具有自身特色的体系性的喻体群。“沙”一般比喻极多的

数目，如“恒河沙数”比喻数量极多，像恒河中的沙粒一般无法计算。“莲”

用来比喻指吉祥、洁净、美好的人或事，如“口吐莲花”比喻说法精妙，出

口成章。对佛源熟语中这类喻体群的归类及说明有利于更好地去理解佛源

熟语的深层内涵及辞格特点。佛源熟语在修辞形式上为了达到多重修辞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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果，呈现出比喻对偶辞格综合运用的特点。具体表现为比喻对偶辞格的套

用及比喻对偶辞格的兼用两种类型。第四章第二小节对以上两种形式作了

具体的举例说明。

佛源熟语大量存在于汉语熟语体系中，本文从修辞格角度对佛源熟语
进行分析，对更好地理解佛源熟语内涵、进一步丰富完善汉语熟语的修辞
系统具有一定积极意义。另一方面，从文化学角度着眼，佛源熟语的修辞
研究对探究熟语背后的社会风俗、以及更准确地运用熟语修辞也有一定价

值。希望本文研究能对汉语熟语系统的修辞研究尽绵薄之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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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the Rhetorical Use of Chinese Buddhist Idioms

Zhang, Xuejiao·Na, Mingu (Hankuk Univ. of Foreign Studies)

Buddhist idioms have had a certain influence on the Chinese rhetoric with their 
obscure expressions and witty rhetorical effects. From the perspective of rhetoric, this 
article analyzes the rhetorical characteristics of Buddhist idioms.

The introduction first explains the conceptual category and classification of 
Buddhism idioms, sorts out the current research on Buddhism rhetoric, and briefly 
explains the reason and research value of the topic.

Chapter two distinguishes the definitions and categories of rhetoric and figure of 
rhetoric. Figure of rhetoric is only a small branch of rhetoric and cannot be equated 
to rhetoric. Figure of rhetoric is an indispensable and important part of rhetoric.

The third chapter sorts out and analyzes examples of common figures of rhetoric 
in the three types of Buddhist idioms: metaphor, metonymy, and antithesis. Idioms 
are intended to enlighten people to think about the philosophy of life in plain and 
understandable language. Therefore, metaphors and metonymy are widely used in 
Buddhist idioms. At the same time, as one of the rhetorical figures that can best 
embody the Chinese national thinking and the characteristics of Chinese rhetoric, 
antithesis has also been widely used.

The fourth chapter analyzes and summarizes the characteristics of both content 
and form of the use of figures of rhetoric. The repeated use of "sand", "sea", 
"lotus" and "root" and other Buddhist images makes the content of Buddhism idioms 
have their own metaphorical group; in order to achieve multiple rhetorical effects in 
form, Buddhist idioms show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prehensive use of multiple 
figures of rhetoric. 



112 • 수사학 제41집 

주제어: 汉语，佛教，熟语，修辞学，修辞手法，比喻
Key Words: Chinese, Buddhist, Idioms, Rhetoric, figures of rhetoric, 

metaphor

논문투고일 : 2021년  8월  8일
논문심사일 : 2021년  8월 30일
게재확정일 : 2021년  9월  4일

장설교(주저자)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한중문화학과 박사과정

이메일: 15389497069@163.com

나민구(교신저자)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언어문화학부 교수

이메일: mingu@hufs.ac.kr



고백의 수사학으로 본 ‘소설 쓰기’

- 이청준의 소설 ｢병신과 머저리｣를 중심으로

전미정 (인천대학교)

[국문요약]

이 연구는 ‘소설 쓰기’에는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작가 자신의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고백이 담보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였다. ‘소설 쓰기’에 함의된 

고백의 수사학적 특질인 에토스와 파토스의 호소력을 고찰하고자 함이 그 목적

이다. 
첫째, 소설이 무엇인가에 대해 천착한 이청준 작가의 소설 ｢병신과 머저리｣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등장인물의 ‘소설 쓰기’에 함의된 고백의 기능을 재단함

으로써 ‘소설 쓰기’와 ‘고백’의 공명 관계를 도출하고자 한다. 
둘째, 고백을 위한 ‘소설 쓰기’의 특징은 고백자가 자신의 내부 고발자를 자

처하는 것이다. 과거 자신의 잘못을 폭로함으로써 고통을 재경험하여야 과업을 

완수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은폐와 기만으로 실추되었던 자신에 대한 신뢰

를 회복하는 일이 에토스의 수사학이다. 
셋째, 고백은 감정을 사고의 일부로 만들고, 사고와 감정을 연동시키면서 고

통스러운 감정을 진정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에토스는 파토스와 서로를 촉진하

는 관계가 특징이다. 고통스러운 감정을 표출함으로써 획득되는 평정심이 파토

스의 수사학이라고 할 수 있다.
｢병신과 머저리｣는 탁월한 상상력과 탐구 정신이 돋보이는 ‘소설론’ 소설이

다. 이 연구의 의의는 이청준의 작가 정신을 면밀하게 통찰할 수 있는 텍스트를 

발굴하고, ‘고백’의 도구로서 ‘소설 쓰기’를 규명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이다.

수사학 제41집
2021년 9월 30일 113-138쪽
DOI: https://doi.org/10.31325/KJR.2021.9.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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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백의 수사학적 함의

수사학은 중세에 이르러 신학에 밀려 퇴락하는 분위기를 맞이한다. 

여기에 가세한 대표적인 인물로 아우구스티누스를 들 수 있다. 기독

교로 개종한 뒤 그는 수사학이 진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증오를 보였

을 정도이다(게레로 & 테헤라 2001, 87). 그런 분위기에서도 수사학이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요인을 두 가지로 들 수 있다. 하나는 수사

학이 문법학, 논리학, 대수, 기하, 음악, 천문과 함께 리버럴아트스쿨

의 7자유과목으로 채택되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편지의 유행이다

(김욱동 1997, 26). 

정규과목의 채택은 바로 동의할 수 있지만, 편지의 유행은 흥미로

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사적 담론인 편지가 수사학의 존립에 기여

했다는 사실은 땅 소송 분쟁에서 수사학이 발생했다는 탄생설만큼이

나 인상적이다. 당시 베네딕트 수도원의 한 수사는 편지의 중요성을 

주창하여 유행에 일조했으며, 심지어 지식인들 사이에선 편지가 연설

이나 웅변과 같은 매체로 인식되었다고 한다. 이는 편지가 수사학에

서 차지하는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료이다. 

물론 편지는 그 쓰임새는 연설이나 웅변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편지는 수신자를 겨냥하는 사적 담론이고, 연설이나 웅변은 

청자를 겨냥하는 공적 담론이라는 점에서 엄연히 다르다. 하지만 수

사학적 관점으로 접근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수사학이 청중을 설득하

는 효과적인 기술의 필요에 부응하여 탄생한 학문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김욱동 1997, 26). 편지가 대중 앞에서 공적으로 낭독되는 매체

가 될 때 편지는 연설문이나 웅변이 되는 것이다. 

편지가 수사학의 명맥을 잇는 데 일조한 또 하나의 요소는 아마 진

솔성에 내재된 설득력이 아닐까 한다. 진솔함은 그 자체만으로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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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폐되거나 내밀한 비밀이 내포된 

고백 성격의 편지는 설득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도 진솔함과 

무관하지 않다.  

요컨대 어떤 담론이든지 사적 고백을 동반하면 설득의 파급력은 높

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고백의 수사학적 근거는 아리스토텔레스

가 제시한 설득의 기술에서 찾을 수 있다.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라

고 하는 세 가지가 그것인데, 로고스는 논증의 기술로, 에토스와 파토

스는 호소력의 기술로 다시 구분된다(르불 1999, 37-38). 여기서 논의

할 고백은 논증보다는 호소력의 기술을 필요로 한다. 

에토스는 변론가(발신자)의 인품이나 태도로 청중(수신자)의 마음에 

호소하는 설득의 기술이다. 발화자의 인품이 모든 설득의 수단 중에

서 가장 막강한 것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박성창 2000, 47)은 

의미심장하다. 모든 글쓰기가 그렇지만 고백만큼 엄격한 에토스의 잣

대를 요구하는 담론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파토스는 독자들의 심리

적 경향, 욕구, 정서에 호소하는 설득의 기술이다. 이 에토스와 파토

스는 고백 담론에서 연동되는 것이 특징이다. 에토스는 파토스를 가

속하고, 파토스는 에토스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감정이 활성화될수록 

진솔함이 힘을 받고 진솔할수록 감정이 살아나는 구조이다. 에토스와 

파토스는 이처럼 서로 촉매제가 됨으로써 선순환을 이루게 된다. 

한편 고백 담론은 수신자가 누구냐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첫째, 일기처럼 고백자가 자신을 겨냥하여 고백하는 경우이다. 이 경

우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동일하다. 둘째, 편지처럼 특정한 개인을 수

신자로 겨냥한 경우이다. 셋째, 독자처럼 특정 다수를 수신자로 겨냥

한 경우이다. 세 가지 방식은 소통방식의 차이가 있지만 에토스에 대

한 자기 검열이 엄격한 점만은 공통점이다. 본고는 이 중에서 자신을 

수신자로 삼고 있는 고백 소설을 대상으로 삼아 자기 설득의 효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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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에토스와 파토스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2. 고백과 소설 쓰기의 함수관계

고백은 사랑, 증오, 분노, 슬픔 등 그 어떤 감정에 얽힌 사건이 모

두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은 죄책감과 점착하는 특징이 

강하다. 세계 3대 고백론이라 불리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와 루소와 톨

스토이의 고백론이 그 단적인 예이다(아우구스티누스 2002, 7). 이들

의 저서가 고백론을 대표하며 지속적으로 회자되는 까닭은 어떤 감정

보다 죄책감에 기인하고 있다. 그들이 고백론에서 행복했던 시절이나 

긍정적인 감정을 다루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다만 그와 관련된 

내용들은 부수적인 데 불과하며, 독자들 또한 그런 내용에는 크게 관

심을 두지 않는다. 이들의 고백을 추동한 가장 강력한 감정이자 고백

의 핵심 질료는 죄책감이기 때문이다.

톨스토이는 참회록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나는 전쟁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다. 죽이기 위해서 남에게 결투도 

신청했다. 노름으로 크게 잃은 적도 있다. 농민들의 노고의 결정을 

헛되이 먹고는 그들을 처벌했다. 간음했다. 사람을 속였다. 기만, 
절도, 온갖 종류의 간음, 만취, 폭행, 살인…… 내가 하지 않은 죄

악은 거의 없었던 것 같다. (톨스토이 1978, 194)

아우구스티누스도 고백론에서 육욕, 방랑, 절도죄, 쾌락, 배신 등 

자신이 죄를 낱낱이 고하고 있다. 

동거해 오던 여자를 내 결혼에 방해가 된다 하여 사람들은 내 곁



 고백의 수사학으로 본 ‘소설 쓰기’ • 117

에서 떼어 놓았습니다. 그녀를 못 잊는 내 마음은 찢기어 상처를 

입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녀는 결코 다른 남자와 재혼하지 않겠다

고 당신께 맹세한 후 그녀가 낳은 내 아들 하나를 남겨둔 채 아프

리카로 돌아갔습니다. (중략) 내 약혼녀를 맞이하려면 2년이나 기

다려야 한다는 지루함을 견디지 못해 딴 여자를 또 얻었습니다. 
내가 그녀와 결혼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육욕의 노예가 된 탓이었

습니다. 이처럼 병든 내 영혼은 육욕의 노예가 되어 결혼할 때까

지 그 기세를 더해 갔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2002, 138) 

외부의 압박이 없음에도 자발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낱낱이 발설하

는 데는 강력한 동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자발적 고백의 환경

은 주로 참을 수 없는 심리적 고통에서 기인하는 경향이 많다. 고백

은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죄책감의 압력을 견딜 수 없는 임계치에 도

달할 때 감행하는 것이다. 죄책감뿐만 아니라 분노도 그런 고백을 추

동하는 주요 감정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분노는 죄책감 못지

않게 고백과 긴밀하게 얽혀있는 감정이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평정을 

유지한다. 그런 식으로 참회하는 과정에서 괴로움을 느낌으로써 

저지른 잘못에 대한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까닭에, 그들에 대한 

우리의 분노가 그치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 2020, 111)

고백에는 분노라는 감정이 깊이 개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회

의 기능 속에는 분노를 진정시키는 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

백자를 향한 타인들(청중들) 몫의 분노도 있지만, 자신을 향한 고백자 

몫의 분노도 분명 있다. 예상하지 못했던 나쁜 일을 했던 자신 때문

에 괴로울 때 일어나는 분노가 이에 해당한다(아리스토텔레스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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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10). 이 분노도 죄책감 못지않게 고백을 추동하는 중요한 감정에 

속한다. 어떤 면에서는 청중의 분노보다도 고백자 자신을 향한 분노

가 고백을 추동하는 더 강력한 동기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참회는 고통스러운 죄책감과 분노의 압력을 해제하고 해방시

키는 탁월한 도구이다. 참회하는 과정에 따르는 고통은 도리어 죄책

감과 분노를 상쇄시키는 특성이 있다. 고통을 다른 고통으로 대체하

는 징벌적 결과이자 역설적 요법인 셈이다. 이런 고백적 특성이 소설 

쓰기에서 깊이 연관되어 있음이 흥미롭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밝

혔든 밝히지 않았든 소설 속에는 소설가 자신의 고백이 암암리에 스

며 있기 마련이다. 터키 작가 오르한 파묵은 이런 창작적 현상을 ‘은

밀한 고백’이라고 표현했다.

여성이 내게 다가와 “파묵 씨, 당신의 모든 책을 읽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훤히 꿰뚫고 있는지 알게 되면 놀랄걸요”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죄책감과 부끄러움에 사로잡힌 순간 그

녀와 눈이 마주쳤고, 나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 알 것 같

았습니다. (중략) 영리한 어떤 독자가 나의 소설에서, 그것들을 ‘나의 

것으로 만든’ 나의 진짜 삶의 경험을 감지했다고 말하면, 나는 내 영

혼에 대한 은밀한 고백이라도 한 것처럼, 그 고백을 다른 사람들이 

읽기라고 한 것처럼 부끄러웠습니다. (파묵 2015, 54-55) 

고백은 작가가 소설을 쓰게 하는 또 하나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자신의 이야기라고 밝히지 않더라도 소설 속에는 작가의 은밀한 마음

과 어떤 형태로든 연루되어 있음을 예감할 수 있다. 이로 보건대 소

설가에게 소설 쓰기는 내밀하고 비밀스러운 마음을 직간접적으로 고

백하는 수단이 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것이 의식이건 무의식이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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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맥락에서 자신의 창작적 원천을 말한 이청준 작가의 다

음 발언도 매우 유의미하다.

나의 소설 쓰기가 “젖은 속옷 제 몸으로 말리기” 같다고 고백한 

일이 있다. …… 내 소설들은 한마디로 제 삶의 부끄러움 때문에 

씌여지기 시작했고, 그러므로 그 소설 쓰기는 젖은 속옷과도 같은 

제 괴로운 삶의 부끄러움을 자신의 인내로 감내해 벗어나 보려는 

일에 다름 아니었을 듯싶다. (이청준 1994, 239) 

‘부끄러움’이 ‘소설 쓰기’의 원동력이었다고 정확히 피력하고 있다. 

부끄러움은 죄책감과 상통하는 감정이다. 소설을 빌려 고백한다는 일

은 소설 쓰기가 작가 자신의 부끄러움을 제거하는 도구이자 매개물이 

되고 있다는 뜻이다. 오르한 파묵과 이청준의 예는 많은 소설가가 특

정 인물을 대리자로 삼아 자신의 이야기를 직간접적으로 고백하고 있

을 가능성을 보여 주기에 충분하다. 

이런 관점에서 이청준의 ｢병신과 머저리｣가 갖는 의미가 남다르다. 

‘소설 쓰기’와 ‘고백’의 함수관계를 본격적으로 서사화하고 있어서다. 

주인공의 ‘형’으로 등장하는 인물의 ‘소설 쓰기’에 얽힌 수수께끼 같

은 이야기이다. 이 소설이 추리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음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형’의 소설이 진척될수록 소설 쓰기는 그 정체를 드

러내게 되며, 결말에 이르러서 고백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이 밝혀진

다.

그렇다면 이 소설의 발단이 되는 사건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다. 

병원 일만 전념하던 의사가 어느날 소설을 쓸 리가 없기 때문이다. 

누구든 오래 묵은 고백을 감행할 때에는 내외적으로 결정적인 자극이 

있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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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소설을 쓴다는 기이한 일은, 달포 전 그의 칼끝이 열 살배기 

소녀의 육신으로부터 그 영혼을 후벼내 버린 사건과 깊이 관계가 

되고 있는 듯했다. (중략) 처음에는 가끔씩 밤에 시내로 가서 취해 

돌아오는 일이 생기더니 나중에는 아주 병원문을 닫고 들어 앉아

버리는 것이었다. (중략) 방에 들어박혀 있는 동안 형은 소설을 쓴

다는 것이었다. (이청준 1980, 158) 

외과 의사인 ‘형’에게 수술받던 열 살 소녀가 죽음에 이르는 사고

가 일어난다. 처음부터 어떤 의사가 집도하더라도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수술이었다. 형은 누구보다 실력 있는 의사였고 이번 사

고는 집도의의 실수가 아님이 명백했다. 그랬음에도 형은 병원문을 

닫고 방에 틀어박혀 소설을 쓴다는 일은 누가 보아도 수수께끼가 아

닐 수 없다. 

일단 두 가지 사실만은 명백하다. 첫째는 의료 사고가 촉발 인자가 

되어 결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과거의 사건을 소환하도록 만들었다는 

점, 둘째는 그 사건과 관련된 모종의 죄책감과 분노가 임계치에 도달

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이 형이 병원 문을 닫고 소설 

쓰기에 돌입하게 한 결정적 요인이다. 

이렇게 시작된 형의 소설이 진척됨에 따라, ‘소설 쓰기’에 얽힌 형

의 비밀은 한 겹씩 그 정체를 드러내게 된다. 아울러 소설 쓰기와 고

백의 역학적 관계, 그리고 고백의 수사학적 효과의 진면목도 드러나

게 된다.

3. 내부 고발자로서 고백과 에토스 효과 

고백의 주체(발신자)와 객체(수신자)가 고백자 자신인 경우에는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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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한 내적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과거의 잘못과 날것그대로 대

면한다는 일은 만만치 않은 일이다. 그렇기에 고백자는 처음부터 핵

심을 향해 돌진하지 않는다. 단계별로 어느 수위까지 회상하고 소환

할지 스스로 타협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동시에 각 단계

마다 어김없이 객체(수신자)인 자신에게 그 내용이 진실한가를 검증

받아야 한다. 고백자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진실하도록 다독이고 설득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도록 자기를 설득하는 것

이다. 과거 이야기를 기억하고 회상하면서 자신을 설득하고, 또 다시 

과거 이야기를 소환하고 자신을 설득하는 과정을 수도 없이 거쳐야 

한다. 고백의 에토스는 무엇보다 자신에게 호소력을 발휘해야 한다.

실제 고백에서 솔직함의 경계를 두고 갈등하는 이유는 부끄러움 때

문이다. 자신이 저질렀던 부끄러운 행동을 재경험해야 하는 일은 만

만치 않은 일이다. 따라서 고백은 부끄러움을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

를 필요로 한다. ｢병신과 머저리｣의 형도 그런 용기가 없어서 20년 

동안 과거 도피자가 되었던 것이다. 알고 보니 형은 6.25 참전병이었

고 패잔병이었다. 참전하면 누구든 크든 작든 트라우마를 입기 마련

이다. 전쟁 생존자들에게 일상으로 완전히 복귀한다는 일이 결코 쉬

운 일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죽음을 목격했던 생존자는 평

생 외상을 안고 살아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허먼 2009, 101). 

형은 그 트라우마의 고통을 안고 20년간 이를 악물고 살아온 것이

다. 어렵게 용기를 내어 소설을 쓰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형은 급기

야 망설임에 봉착하고 만다. 막상 용기만 낸다고 고백이 술술 이어지

는 것은 아니다. 20년 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고통을 향해 다가갈수록 

두려움이 엄습한다. 그래서 망설인다. 결정적이고 중요한 대목을 앞두

고 다시 도망가려는 저항이자 몸부림이다. 이 저항을 뚫고 드디어 결

정적 사건을 서술하기에 이른다.



122 • 수사학 제41집 

김 일병은 무서울 정도로 가지런한 자세로 관모의 매를 맞고 있었

다. ... 내가 관모와 김 일병 사이로 끼어들어 내내 그 기이한 싸움

의 구경꾼이 되어 버린 동기는, 아마 그것을 보게 된 데 있었던 

것 같다. ... 김 일병은 그 눈을 무섭게 까 뒤집으며 으으으 하는 

신음과 함께 몸을 비틀어 버렸다. ... 나는 다음에도 여러 번 그 기

이한 싸움을 구경했다. (이청준 1980, 169) 

형이 쓴 소설에는 주요 등장 인물이 셋이다. ‘김 일병’, ‘관모’, 그리

고 ‘나’이다. 형인 ‘나’는 지금 ‘김 일병’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력을 

가하는 ‘관모’ 사이에서 언제나 구경꾼 역할만 하고 있다. 이 ‘김 일

병’은 결국 죽게 되고 형인 ‘나’는 살아 돌아온다. 전쟁이 끝난 후, 구

경꾼만 자처하던 ‘나’인 ‘형’은 그런 일들로 자책을 일삼게 된다. 동료

이자 피해자였던 ‘김 일병’을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신을 김 

일병을 죽음으로 몰고 간 가해자로 느낀다. 이는 전쟁 생존자들이 공

통적으로 느끼는 고통이라고 한다(미국정신의학회 2004, 555; 허먼 

2009, 89). ‘형’이 폭력이 오가는 둘 사이에서 구경꾼으로서 ‘나’를 장

황하게 설명하고 강조한 의도가 여기 있다. 

그때마다 나는 김 일병의 파란빛이 지나가는 눈을 지키면서 속으

로 관모의 매질에 힘을 주고 있었다. 그런 때 나는 그 눈빛을 보

면서 속으로 관모의 매질에 힘을 주고 있었다. 그런 때 나는 그 

눈빛을 보면서 이상한 흥분과 초조감에 몸을 떨면서 더 세게, 더 

세게 하고 관모의 매질을 재촉하는 것이었다. (이청준 1980, 169) 

여과 없이 있는 그대로 묘사된 ‘나’는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었다. 

‘나’는 ‘관모의 매질에 힘을 주면서’ 관모의 폭력에 적극적으로 가담

한다. ‘나’는 가해자인 ‘관모’와 심리적 공범이 되고 만다. 결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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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일병’에게 폭력을 가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나’가 이 장면을 

서술하게 된 동기는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악덕을 자신이 행한 

데 따른 심리적 고통 때문이다(아리스토텔레스 2007b, 53).

‘형’의 소설 묘사된 ‘관모’는 김 일병을 상대로 신체 폭력과 성 폭

력까지 저지르는 파렴치한 인물이다. 그런 폭력의 상징인 ‘관모’가 파

렴치하게 그려지면 그려질수록 그에 맞물려 형인 ‘나’의 파렴치함도 

덩달아 강조되는 것이다. 사실 형이 쓴 소설의 목표는 ‘관모’가 아니

다. 파렴치한 ‘관모’와 ‘김 일병’ 사이에 있었던 자신의 잘못을 폭로하

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소설 속에서 피해자인 ‘김 일병’이 폭력을 

당할 때, 구경의 재미와 이상한 흥분이라는 부끄러운 이득을 취한 비

도덕적 인물이다. ‘관모의 매질’을 묵인하며 2차적 폭력을 가한 격이

다. 이렇게 방어할 힘이 없는 사람인 김 일병으로부터 이득을 취한 

것은 불명예스러운 일이자 파렴치한 일에 속한다(아리스텔레스 2007b, 

57). 파렴치한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고통이 엄습했던 것이다. 

직면의 첫 발을 떼자 형의 소설에는 가속도가 붙기 시작한다. 형은 

몹쓸 인간인 ‘나’의 비도덕성을 정조준하는 일에 점점 더 몰두한다. 

김 일병이 상처에 처맨 천을 풀었다. 말라붙은 피고름에 엉겊이 

빳빳하게 엉겨 있었다. 그것을 풀어 내자 나는 흠칫 놀라 숨을 들

이쉬었다. 상처벽이 흙벼랑처럼 무너져 가고 있었다. 나는 다시 김 

일병의 눈을 보았다. ... 그 때 김 일병이 죽어도 좋다고 생각했다. 
(이청준 1980, 175) 

‘나’는 김 일병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서슴지 않는다. 살의

를 느낀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노출한다. ‘김 일병’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나’의 그 몹쓸 소원을 ‘관모’가 대신 이루어 준다. ‘나’는 

‘관모’와 한패임이 확실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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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네놈도 같이 겨울 준비를 해야겠다’면서 김 일병을 일으

켜 끌고 동굴을 나간다. 내가 불현 듯 관모의 팔을 붙잡는다. 관모

가 독살스러운 눈으로 나를 쏘아본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

개를 떨어뜨린다. ‘넌 구경이나 하고 있어...’ ... 조금 뒤에 골짜기

에서는 한발의 총소리 ... 그 총소리는 나의 가슴 속 깊이 어느 구

석엔가 숨어서 그 전쟁터의 수많은 총소리에도 지워지지 않고 남

아 있었던 선명한 기억 속의 것이었다. (이청준 1980, 180) 

전쟁터에서 들었던 수많은 총소리가 있었지만, 관모가 김 일병을 

쏜 한 발의 총소리만 ‘나’의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있다고 고백하고 

있다. 형은 자신의 양심을 향한 그 총소리의 기억이 고통스러워서 오

로지 외면하고 살아왔다. 

다음이 형이 정말 하고 싶었지만 차마 할 수 없었던 고백이다. 고

백의 절정이라고 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나는 천천히 총대를 받쳐들고 관모를 겨누었다. 
탕! 
총소리는 산골의 고요를 멀리까지 쫓아 버리려는 듯 골짜기를 샅

샅이 훑고 나서 등성이 너머로 사라졌다. 그 소리의 여운을 타고 

그리움 같은 것이 가슴으로 젖어 들었다. 문득 수면에 어리는 그

림자처럼 희미한 얼굴이 떠올랐다. ... 오래 전부터 나와 익숙했던, 
어쩌면 어머니의 뱃속에도 있기 이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

았던 것같은 그리운 얼굴이었다. ... 짠 것이 입으로 자꾸만 흘러들

어 왔다. 
탄환이 다하고 총소리가 멎었다.
피투성이의 얼굴이 웃고 있었다. 그것은 나의 얼굴이었다. (이청준 

1980,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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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쓴 소설의 결말이기도 한 이 대목에서 그는 파렴치한 관모에

게 총를 쏘고 만다. 그런데 총에 맞은 관모의 얼굴은 곧 “나의 얼굴”

과 겹치고 있다. 이 문제의 대목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의 한 

대목을 떠올리게 하는 묘사이다. 살갗이 벗겨지는 형벌로 죽은 예수

의 제자 바돌로메가 벗겨진 자신의 얼굴 가죽을 들고 있는 부분에다, 

미켈란젤로가 본인의 얼굴을 그려넣었다고 한다. ｢최후의 심판｣를 ｢병
신과 머저리｣가 패러디했다고 해도 될 정도로 ‘형’의 ‘관모’화와 미켈

란젤로의 ‘바돌로메’화는 쌍둥이 같다. 바돌로메와 자신을 동일시함으

로써 자신의 고뇌를 새겨넣고자 했다면(이연호 1971-12, 67) ‘형’은 관

모와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자신의 고통을 새겨넣고자 한 것이다.

이런 충격적인 반전으로 파렴치한 형의 실체는 더욱 도드라지는 효

과를 낳는다. 관모에게 총을 쏜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을 쏜 것과 다름 

없다. 예상할 수도 없던 파렴치한 행동을 자행한 자신을 향한 환멸과 

분노를 이렇게밖에 해소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아리스토텔레스 2007b, 

22). 정신분석학에 따르면, 의식에서 회피나 부정이 강력하게 일어날

수록 무의식은 그것에 더 강력하게 집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강한 

부정은 긍정이 되고 마는 모순적 이치이다. 고백은 이런 모순을 깰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파렴치함을 인정하면 할수록 문제에서 

더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내부 고발자가 되어 자신의 악행을 폭로하면 은폐와 기만으로 

실추되었던 자신에 대한 신뢰, 즉 에토스 회복에 기여한다. 에토스는 

고백자에게 당당함과 생기를 안겨 주고, 삶의 균형을 되찾게 하는 발

판이 되어줄 수 있다. 

이청준 작가가 부여하고자 한 고백 소설의 의미는 ‘형’과 대척점에 

있는 그 ‘동생’을 통해 확연해진다. 고통의 원인을 알고 있는 형과 달

리, 그의 동생은 자신에게 고통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사는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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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유를 알 수 없는 환부를 지닌, 어쩌면 처음부터 환부

다운 환부가 없는 선생님은 도대체 무슨 환자일까고요. 더욱이 그 

증상은 더 심한 것 같았어요. 그 환부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
것은 무슨 병인지조차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선생님의 병은 더 위

험한 거예요. (이청준 1980, 179) 

이 편지의 수신자인 ‘선생님’은 형의 동생이고, 발신자는 그 동생과 

이별한 옛날 연인이다. 화가인 동생이 그림에 지지부진하고 화폭 주

변을 겉돌기만 하고 삶을 정면 돌파하지 못하는 상태를 병이라고 진

단하고 있다. 자기 고통의 실체를 모르고 사는 것이 가장 위험한 병

이라는 말이다. 이렇게 자기 고통의 근원을 정확히 알고 살아온 형과 

대비시킴으로써, 고백의 순기능은 강조되고 있다. 이런 연속선상에서 

소설 제목인 ‘병신’과 ‘머저리’에 담긴 상징성을 이해할 수 있다. 한마

디로 말해 자기 고통을 외면하고 살면 ‘병신’과 ‘머저리’가 된다는 뜻

이다. 

또한 이 제목은 자기 고통의 회피야말로 창작에 치명적 걸림돌이 

된다는 작가의 창작적 신념을 잘 반영하는 것이다. ‘형’의 소설 쓰기

를 두고 동생이 한 평가에 잘 드러나 있다. “형은 자기를 솔직하게 

시인할 용기를 가지고, ...... 무엇보다도 형은 그 아픈 곳을 알고 있었

으니까. ...... 그것은 무서운 창조력일 수도 있었다.” 이청준 작가는 이 

서술을 빌려 창작에는 어쩔 수 없이 고통스러운 자신과의 재회, 즉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어떤 형태로든 고백이 작동하고 있다는 소설

관을 피력한 것이다. 즉 ｢병신과 머저리｣의 ‘소설 쓰기’는 고백성이 

소설의 에토스, 즉 호소력에 기여하는 중요한 창작적 질료임을 형상

화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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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토스의 순기능으로서 평정심 

정신분석가 사울에 따르면, 기억과 사고만을 다루고 감정을 다루지 

않으면 그 정신은 한계를 지닌다. 감정이 정신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말이다(사울 1992, 120). 정신분석학과 같은 논지를 수사학

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 

저작 2권에서 10장에 걸쳐 감정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분노와 평온, 우정과 증오, 불안과 신뢰, 수치심

과 파렴치, 친절, 동정, 분개, 선망, 경쟁심과 경멸 등의 14가지 감정

이 그 예이다(아리스토텔레스 2007b, 49). 

수사학의 ‘정념passion’이나 파토스는 감정이나 정서와 같은 개념에 

속한다. 정념과 파토스, 그리고 설득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청중과 

수신자, 그리고 독자의 심리적 상태 및 성향을 총칭한다(박성창 2000, 

48). 이런 맥락에서 특정 감정을 억압하던 끝에 반대급부로 감정을 터

뜨리는 고백에서 파토스가 갖는 중요도는 예견하고도 남는다. 고백은 

파토스와 에토스가 연동될 때 그 효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예에 걸맞는 인물이 ｢병신과 머저리｣의 ‘형’이다. 그는 고백 

이전에는 철저하게 감정 상실자로 살았다.

형은 자신의 말대로 외과 의사로서 째고 자르고 따내고 꿰매며 이

십 년 동안 조용하게만 살아온 사람이었다. (이청준 1980, 159) 

이 묘사만 놓고 볼 때 형은 누가 보아도 책임감 넘치고 성실한 의

사임이 분명하다. 이 단면만으로 그렇게 속단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

다. 언제나 단편적 접근은 착시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 한 가지 일에 

과도하게 매달리는 모습이 성실함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

는 정신건강의 위험 신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형은 ‘째고 자르고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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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 꿰매며’ ‘20년’ 동안 ‘조용히’ 그 이면을 계산해야 한다. 다음 대

목이 그 이면에 대한 결정적 단서이다. 

생에 대한 회의도, 직업에 대한 염증도, 그리고 지나가 버린 생활

에 대한 기억도 없는 사람처럼 끊임없이, 그리고 부지런히 환자들

을 돌보아 왔다. (이청준 1980, 159) 

2년도 아니고, ‘회의도, 염증도, 기억도 없는’ 상태로 20년을 살았다

는 자체가 비정상적인 징후이다. 보통의 인간이라면 가끔 회의도 하

고 염증도 느끼며 살아가는 게 자연스럽다. ‘끊임없이’와 ‘부지런히’ 

일에만 매달리는 모습은 기계처럼 느껴지기까지 한다. 형이 전쟁 생

존자임을 다시 환기한다면, 이런 모습은 성실성보다는 외상후스트레

스로 인한 일 중독에 더 어울린다. 외상을 경험하고 나면 취미 활동

이나 타인과의 관계가 적어지고 감정 또한 메말라가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상태를 ‘정신마비’ ‘정서마취’라고 명명한다(미국정신의학회 

2004, 555). 형이 바로 이런 경우에 속한다고 보인다. 

외상은 극심한 고통을 안기고 그로 인해 그와 관련된 기억과 사고

를 의식에서 내쫓아버리기 일쑤다. 충격적인 일을 의식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그와 관련된 감정까지 마비시키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한다(캐

벌러-애들러 2009, 30-31). 더 큰 문제는 특정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고 

하다가 다른 감정까지도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데 있다. 더 나아가 

그런 감정 마비가 결국 삶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게기도 한다(스피노

자 2003, 131). ‘형’이 병원 일에만 과전념하고 기계처럼 생활했던 이

유가 여기 있다. 

이런 감정 마비를 풀어주는 데 고백은 효과적인 수단이 되어 줄 것

이다. 외면하기만 했던 사건을 마주하여 곱씹고 되새김질하다 보면, 

두렵고 고통스럽기만 했던 감정들도 하나씩 되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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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총소리를 듣자 목구멍으로 넘어가던 것이 갑자기 멈춰버린 

것 같았다. 싸늘한 음향-분명한 살의와 비정이 담긴 그 음향이 넓

은 설원을 메아리쳐 올 때, 나는 부질없는 호기심에 끌려 사냥을 

따라 나선 일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이청준 1980, 164) 

‘나’가 후회한다는 심경을 노출하기까지 무려 20년이나 걸렸다. 이 

후회가 그렇게 느끼기 꺼려했던 죄책감을 끌어올리는 마중물이 되어

준다. 형은 노루 사냥을 단순한 호기심에서 참여한 줄 알았다. 하지만 

예상을 뒤엎고 그 사냥에서 자신 안의 살의를 만나고 만다. 그 살의

가 이끄는 대로 그는 여러 번 노루 사냥에 동참했다는 고백이다. 이

러한 고백에는 그에 따른 마땅한 죄책감이 따르는 법이다. 이런 대목

을 쓴다는 일은 죄책감을 온몸으로 재경험하는 일이다. 파토스에 해

당하는 죄책감을 표현해야만 고백이 완성된다. 

형의 죄책감은 항상 호기심에서 기인한다. 유년 시절에는 사냥에 

대한 호기심이었고, 참전 중에는 폭력에 대한 호기심이었다. 관모와 

김 일병, 즉 가-피해자 사이에서 폭력을 즐긴다. 형은 이런 부끄러운 

행위를 낱낱이 묘사함으로써 죄책감을 재경험하는 용기를 발휘한 것

이다. 고백은 자신의 잘못을 사고하고 고통스러운 감정을 소화시키는 

작업에 속한다. 감정을 사고의 일부로 만들고, 사고와 연동시켜야 정

신을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다(조안 & 시밍턴 2008, 79∼82). 고백의 

효과도 사고와 감정, 즉 에토스와 파토스가 얼마나 잘 연동되는가에 

달려 있다.

형의 죄책감은 소설 결말에 이르러 절정을 이룬다. 20년 동안 억압

해 온 감정이 봇물 터지듯 터지고 만다.

오래 전부터 나와 익숙했던, 어쩌면 어머니의 뱃속에도 있기 이전

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았던 것같은 그리운 얼굴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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짠 것이 입으로 자꾸만 흘러들어 왔다. 
탄환이 다하고 총소리가 멎었다.
피투성이의 얼굴이 웃고 있었다. 그것은 나의 얼굴이었다. (이청준 

1980, 183) 

형의 눈물에는 죄책감만 묻어있지 않다. 부끄러움, 분노, 수치심, 슬

픔, 증오 등 수많은 감정들이 교차 투영하고 있다. 비난받을 행동을 

스스로 고찰하고 구체적으로 표상하면 할수록 슬픔은 증폭된다(스피

노자 2003, 180). 고백은 슬픔을 슬픔으로, 고통을 고통으로 상쇄하는 

특징이 있다. 동종요법에 걸맞는 원리이다. 오히려 ‘형’이 고백 소설

을 쓰지 않았더라면, 죄책감과 분노가 병적 에너지가 되어 언젠가 심

각한 문제를 일으켰을 것이 분명하다. 이와 관련하여 아리스토텔레스

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불편하게도 폭발해버렸을지 모르는 감정에 ‘정화작용(Catharsis)’-
‘훌륭한 청결함’이라 흔히 말하는-을 제공하여 주는 일종의 신경특

효약인 것이다. 그것은 감정상의 출구를 제공함으로써 심적인 걱

정이나 근심을 풀어 준다. (해밀턴 파이프 2006, 57-58)

확실히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인식하면 할수록 

나쁜 정서의 침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스피노자 2003, 316). 

그러므로 분노는 억압해야 하는 감정이 아니다. 오히려 분노를 야

기하는 사람들과 대상들, 우리가 분노를 느끼게 되는 상황들을 사용

하여 담론이라는 수단을 통해 분노를 느끼기에 적합한 상황 속으로 

밀어 넣어야 한다(아리스토텔레스 2007b, 27). 분노가 극치에 이르러

야 분노는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니체는 이런 상태를 감정의 격심

한 방출이라고 설명하고, 디오니소스로 명명했다(니체 2004, 11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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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에서 벗어나려면 이성을 잃을 정도로 감정의 폭풍에 휩쓸려야만 

한다.

하지만 죄책감이나 분노를 위시한 부정적 감정의 폭풍에 휩쓸리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수사학이라고 볼 수 없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

는 수사학은 부정적 감정을 진정시키는 데까지 나아가야 완성되기 때

문이다(아리스토텔레스 2007b, 35).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제 2권

의 앞쪽 부분을 되새겨볼 만하다. 1장에서는 감정 표현의 중요성을 

소전제로 삼아 2장에서는 부정적 감정을 대표하는 ‘분노’를 해소해야 

할 것으로 보았고 3장에서는 분노가 진정된 상태를 ‘평정심’으로 규

정하고 있다(아리스토텔레스 2020, 104-115). 부정적인 감정은 반드시 

진정시켜 ‘평정심’을 획득해야 한다는 주장은 감정의 자연스러운 표

현, 즉 파토스의 순기능을 강조한 것이다.

화를 키우는 것은 차분해지는 것과 반대이고 분노는 평정심의 반

대라고, 즉 평정을 유지한다는 것은 분노가 진정되어 차분해진 상

태를 일컫는다. (아리스토텔레스 2020, 111)

고통스런 감정의 기록에 따르는 순기능이 없다면, 고통스러운 경험

을 재경험하는 일에 뛰어들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참회의 슬픔만이 

한 인간을 겸허하게 만들고 깨진 마음을 회복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

다(스피노자 2003, 181). 고백을 통해 감정의 폭풍에 빠져본 자만이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불완전하고, 저열하고, 비루한 존재인지를 

깨달음으로써 자신을 용서할 힘을 얻게 된다(전미정 2019, 218). 자기 

자비와 용서만이 죄책감을 진정시킬 수 있다. 자기 자비와 용서야말

로 고백의 수사학에서만 맛볼 수 있는 설득의 한 특징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백의 수사학이 내재한 치유의 원리를 밝힐 차례

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잘 알려진 카타르시스를 개념적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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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무고한 사람들이 당하는 불행에 대해 

느끼는 고통을 연민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을 보면

서 느끼는 고통을 분노로 보았다(아리스토텔레스 2007b, 78∼79). 그

리고 연민과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을 비도덕적이라고 해석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한 ‘무고’, ‘자격 없는’, ‘합당하지 않은’, ‘부정의로운’, 

‘이웃’, ‘정의’, ‘미덕’ 등이 그런 예이다. 문제는 고백에서 사용되는 

감정을 부도덕한 감정에만 한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카타르시스는 원래 도덕적인 의미로서의 순화, 종교적인 의미로서

의 정화(속죄), 그리고 의학적인 의미로서의 배설, 세 가지 개념으로 

두루 쓰였다(조요한 2007, 51). 특히 고백의 파토스는 세 가지 카타르

시스 중 한 가지로만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참회는 도덕적인 개

념으로 접근해도 문제가 없긴 하다. 하지만 속죄의 성격이 가미되면 

종교적인 색채를 띠게 된다. 도덕성과 종교성은 경계가 모호한 측면

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비도덕적이고 비종교적인 차원에서 촉발된 죄책감과 분노라 

할지라도 그것이 질병으로 이어지는 경우이다. 심인성 질환에 유효하

다는 점에서 볼 때 고백에는 분명 의학적 카타르시스가 작동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수사학에서 감정 정화와 병원성 

체액의 정화가 동일시하고 있다(아리스토텔레스 2007a, 21∼22). 이처

럼 고백이 가져오는 평정심이나 카타르시스에는 피타고라스 학파가 

사용한 ‘의술을 통한 육체의 정화’와 히포크라테스가 사용한 ‘고통스

러운 요소의 제거’가 다분히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조요한 2007, 

51-53).

따라서 ｢병신과 머저리｣에서 형의 고백에 담긴 치유적 효과는 도덕

적이고 종교적인 카타르시스만이 아니라, 의학적 카타르시스까지 복

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형이 ‘병원 문’을 ‘닫고 여는’ 행위에 담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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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상징성도 이런 분석과 맞물려 있는 요소이다. 그리고 형이 앓

고 있던 일 중독증과 감정 불능증은 죄책감과 분노를 진정시킴으로써 

치료가 되고, 그 결과 병원으로 복귀하고 있는 서사도 그 근거이다. 

이청준 작가는 질병의 상상력을 토대로 한 작품이 유난히 많다. 질

병은 ‘소설 쓰기’에서 암묵적으로 치유를 위해 사용된 창작적 질료라

고 판단된다. ｢병신과 머저리｣의 고백도 질병을 치유하기 위한 치료 

도구였던 것이다. “소설 쓰기는 젖은 속옷과도 같은 제 괴로운 삶의 

부끄러움을 자신의 인내로 감내해 벗어나 보려는 일”이다. 이를 확장

해 보면, 소설 쓰기던 소설 읽기던 소설은 심인성 질병을 치료하는 

하나의 도구로 인식되었음이 분명하다. 그 결과 그에게 소설은 “가장 

낯설고 가혹한 삶의 문제들 가운데서도 찾아볼 수 있는 삶의 긍정, 

가장 고귀한 삶의 전형을 희생시켜 가면서도 제 고유의 무궁무진성에 

환희를 느끼는 삶에의 의지”(니체 2004, 114-115)를 발휘하는 곳이었

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5. 맺음말

이제까지 소설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청준 작가의 소설관이 반영되

어 있는 ｢병신과 머저리｣를 대상으로 소설에 함의된 고백의 수사학적 

특질을 고찰해 보았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작가가 등장인물의 ‘소설 

쓰기’에 부여하고자 한 의미를 재단함으로써 ‘소설 쓰기’와 ‘고백’이 

서로 공명 관계에 있음을 도출하였다. 

본론에 앞서서 우선 고백이 수사학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개괄해 보

았다. 고백은 연설이나 웅변과 나란히 설득의 도구로서 유의미한 담

론의 하나이다. 고백 담론의 수사적 효과는 진솔성이 그 원천이라고 



134 • 수사학 제41집 

할 수 있다. 진솔성은 고백이 에토스와 파토스와 같은 호소력을 극대

화하는 기술을 필요로 한다는 근거이다. 즉 고백에서는 에토스와 파

토스가 서로 촉진하고 연동하는 메커니즘을 특징으로 한다. 이를 규

명하기 위해 고백성을 강하게 담고 있는 ‘소설 쓰기’를 그 텍스트로 

삼았다. ‘소설 쓰기’에는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작가 자신의 은밀

하고 비밀스러운 고백이 담보되어 있다는 전제에 따른 것이다.

분석 대상인 ｢병신과 머저리｣는 ‘소설 쓰기’를 도구 삼아 고백을 

수행하는 한 인물의 이야기가 주요 서사이다. ‘소설 쓰기’의 목적인 

고백에 작동하고 있는 에토스에 주목하였다.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잘못으로 인한 심적 고통의 압박을 견디지 못할 때 고백은 최선의 돌

파구가 되어준다. 고백에는 과거의 잘못을 날것 그대로 소환하고 그

것을 그 고통을 신랄하게 재경험해야 하는 과업이 따른다. 철저하게 

자신의 내부 고발자가 되어야만 한다. 고발 내용이 진실할 때 호소력

이 극대화되고 고백자 자신을 설득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소설의 

주인공은 자신의 악행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은폐와 기만으로 실추되

었던 자신에 대한 신뢰, 즉 에토스의 회복을 가져올 수 있었다.

본론에서 편의상 에토스를 따로 살펴보았지만, 고백 담론에서 에토

스는 파토스와 별개로 논의할 수 없는 관계이다. 고백에서 에토스와 

파토스는 서로 촉진하고 증폭시키는 유기적 관계이기 때문이다. 고백

은 감정을 사고의 일부로 만들고, 사고와 연동시키면서 마음을 온전

하게 회복하도록 돕는다. 고통스러운 감정 표출 자체가 목적이 아니

라, 그 감정을 표출하는 데 따라오는 감정의 진정, 즉 평정심을 이루

어야 한다. ｢병신과 머저리｣는 이 평정심이 고백의 최종 종착지임을 

입체적으로 형상화하였다. 특히 평정심에 담긴 도덕적, 종교적, 그리

고 의학적인 세 가지 카타르시스 개념을 체화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

에서도 돋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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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병신과 머저리｣와 같은 ‘소설론 소설’에 도전하기란 

쉽지 않은 작업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실제로 글을 쓴다는 행

위에는, 글을 쓰는 자신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평가하는 메

타적 행위가 개입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런 성찰을 본격적으로 서

사화한다는 일은 만만치 않다. 따라서 ‘소설 쓰기’의 의미를 집요하게 

탐구한 작가 정신이 돋보일 뿐만 아니라 탁월한 통찰력까지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한 작품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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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Rhetorical Approach of Confession to ‘Writing a Novel’
-Focused on Yi Cheong-jun’s Novel, The Wounded

Jun, Mijung (Incheon Univ.) 

The study started from the premise that they imply their private and secretive 
confessions, consciously or unconsciously, when authors write a novel. In this regard,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rhetorical trait of confession implicated in ‘writing a 
novel’ ― the claims of Ethos and Pathos. 

First, Yi Cheong-jun’s novel, Byeongsingwameojeory, or The Wounded, delving 
into what a novel is, is taken as an analysis tex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sonance relationship between ‘writing a novel’ and ‘confession’ by 
considering the function of confession implied in ‘writing a novel’ of the characters. 

Second, the feature of ‘writing a novel’ for confession is that the confessor calls 
himself a whistleblower. It means that the task can be accomplished only when one 
re-experiences the pain by revealing their wrongdoings in the past. The rhetoric of 
Ethos is to restore the trust in oneself which has been tarnished by concealment and 
deception.

Third, confession is effective to soothe one’s painful emotions while incorporating 
emotions into a part of thinking and then linking the emotions and thinking. Ethos 
has a strong trait to promote Pathos to each other. The equilibrium acquired by 
revealing hurtful feelings is the rhetoric of Pathos.

The Wounded is a novel that stands out for its excellent imagination and 
inquiring minds. The significance of this paper is that it is an attempt to discover a 
text that could have a close insight into Yi Cheong-jun's writer's spirit, and to 
identify ‘writing a novel’ as a device of ‘conf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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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저너 트루스 연설 텍스트 분석에 나타난 

수사적 전략의 특성에 관한 연구

이상철 (성균관대학교)

[국문요약]

이 논문은 소저너 트루스 연설 텍스트를 분석하며 수사적 전략의 특성을 고

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851년 오하이오주 애크론(Akron)에서 열린 여성권

리운동대회에서 소저너 트루스가 행한, 일명 ‘나는 여자가 아닌가요?’ 혹은 ‘나
는 여성이 아닌가요?’(‘Ain’t I a Woman’) 연설과, 1865년 노예해방선언 직후 

1867년 뉴욕의 미국 평등권리협회에서 행한, 일명 ‘동요가 있을 때, 계속 전진하

라!’(‘Keeping the thing going while things are stirring!’)는 연설 텍스트를 분석하며 

트루스의 수사적 기법과 전략을 논의한다. 첫째, ‘나는 여성이 아닌가요?’ 연설

의 텍스트를 분석하며 소저너 트루스의 반복적인 수사적 질문 기법인 설의법을 

논의하고, 남녀평등을 실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현시적 구현’(power of 
enactment)의 수사적 전략을 탐구한다. 둘째,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보강하

기 위해 성서의 일화나 서사를 활용하는 비유와 은유의 수사적 기법을 탐색한

다. 셋째, 앞선 1851년 연설에서는 흑인 노예로서 연사의 에토스가 약한 상황이

었지만, 노예해방선언 이후인 1867년 연설에서 소저너 트루스는 자신을 ‘권위 

있는 사회운동가’ 혹은 ‘카리스마 있는 연설가’로 재규정하고 이미지를 변신하는 

‘수사적 페르소나’(rhetorical persona) 전략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소저너 트루스

가 남성을 목표 청중으로 설정하고 남자들이 주체적으로 여성에 대한 행동과 태

도를 바꾸도록 호소하는 수사적 전략인 ‘변화 주체’(agent of change)를 논의한다. 

수사학 제41집
2021년 9월 30일 139-166쪽
DOI: https://doi.org/10.31325/KJR.2021.9.4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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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797년 흑인 노예 여성으로 태어난 소저너 트루스(Sojourner Truth)

는, 미국 남북전쟁 전후, 노예해방운동과 흑인 인권운동, 여성권리운

동을 동시에 한 인물이다. 흑인이며 노예이자 여성으로 이중/삼중의 

편견과 억압을 극복하며 대중 연설을 통해 노예해방운동은 물론 흑인 

인권운동과 여성 참정권운동에 획을 긋는 역사적 인물로 추앙받고 있

다. 20세기 중반까지 미국의 수사학자들은 수 세기 동안 백인 남성의 

연설에만 관심을 집중하였다. 1960년대 들어와 흑인 인권운동이 활발

히 전개되면서, 수사학계는 전환점을 맞이하고 소수인종 특히 흑인 

운동가들의 유명 연설에 관한 평론을 출간하기 시작한다(이상철 2019; 

Scott, 1968). 그러나 1970년대 들어와서야 수사학자들은 19세기에 여

성 인권운동과 참정권 운동으로 활동한 엘리자베스 캐디 스탠턴

(Elizabeth Cady Stanton), 수잔 앤서니 (Suzan Anthony), 루크레티아 코

핀 모트(Lucretia Coffin Mott) 등과 같은 초기 백인 여성 운동가들의 

대중 연설을 발굴하여 정리하고 수사학 분석과 평론을 소개한다

(Campbell, 1989; Foss, 1987). 근대 여성 문학가를 주대상으로 한 영문

학계의 연구와는 달리 수사학계는 여성 운동가의 대중 연설을 발굴하

고 분석하며 재조명하는 연구에 어려움이 없지 않았다. 수 세기 동안 

서구의 수사학과 공공 연설에서 여성은 거의 배제되었으며 여성이 대

중 연설을 하였어도 그 기록은 잘 남아 있지 않은 실정이었다. 이러

한 환경 속에 흑인이며 노예이자 여성으로 삼중 차별을 받은 소저너 

트루스에 대한 연설의 평론은 최근에 이루어진다(Campbell, 1986; 

Mandzuik & Fitch, 2001). 국내에서 소저너 트루스의 삶에 관한 저서

는 다소 출간되었으나, 그녀의 연설을 번역하여 당시 정치 상황과 내

용을 소개하는 것에 머무르고 있다(박현주, 2019). 최근 국내 영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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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 소저너 트루스의 연설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하

영(2018; 2020)은 페미니즘 관점에서 흑인이며 여성이며 노예인 소저

너 트루스의 정체성으로 인해 젠더와 인종 그리고 사회계급에서 이중

/삼중 억압받는 상황을 ‘교차성’(intersectionality)이란 개념으로 그녀의 

연설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소저너 트루스의 연설을 텍스트 분석 방

법으로 수사학적 기법이나 전략을 논의한 국내 연구는 미미하다.

이 논문은 소저너 트루스 연설 텍스트를 분석하며 그녀의 수사적 전

략의 특성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851년 오하이오주 애크론

(Akron)에서 열린 여성권리운동대회에서 소저너 트루스가 행한, 일명 

‘나는 여자가 아닌가요?’ 혹은 ‘나는 여성이 아닌가요?’(‘Ain’t I a 

Woman’) 연설과, 1865년 노예해방선언 직후 1867년 뉴욕의 미국 평등

권리협회에서 행한, 일명 ‘동요가 있을 때, 계속 전진하라!’(‘Keeping the 

thing going while things are stirring!’)는 연설 텍스트에 나타난 수사적 기

법과 전략의 특성을 논의한다. 첫째, ‘나는 여성이 아닌가요?’ 연설 텍스

트를 분석하며 소저너 트루스의 반복적인 수사적 질문 기법인 설의법을 

논의하고, 남녀평등을 실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현시적 구현’(power 

of enactment)의 수사적 전략을 탐구한다. 둘째, 이 연설에서 자신의 주

장에 대한 근거를 보강하기 위해 성서의 일화나 서사를 활용하는 비유

와 은유의 수사적 기법을 탐색한다. 셋째, 앞선 1851년 연설에서는 흑인 

노예이며 여성으로서 연사의 에토스가 약한 상황이었지만, 노예해방선

언 이후인 1867년 연설에서 소저너 트루스는 자신을 ‘권위 있는 사회운

동가’ 혹은 ‘카리스마 있는 연설가’로 재규정하고 이미지를 변신하는 

‘수사적 페르소나’(rhetorical persona) 전략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연설에서 소저너 트루스가 남성을 목표 청중으로 설정하고 남자들

이 주체적으로 여성에 대한 행동과 태도를 바꾸도록 호소하는 ‘변화 주

체’(agent of change)의 수사적 전략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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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저너 트루스의 본명은 이사벨라 바움프리(Isabella Baumfree)로 

1797년 뉴욕주에서 네덜란드계 백인의 노예로 태어났다. 그녀는 10대

에 이웃 흑인 노예와 사랑에 빠지지만, 백인 노예주는 그들에게서 태

어나는 아이의 소유권에 문제를 우려하고 그들의 사랑을 채찍질로 금

지하였다. 이사벨라 바움프리는 노예주가 세 번이나 바뀌면서 강요되

는 성적 억압과 예속의 고통 속에 자녀들이 노예로 팔려 가는 슬픔을 

겪기도 하였다(Gilbert, 2000). 1827년 뉴욕주에서 노예제 폐지가 발효

됨에 따라 자유인이 되어 뉴욕시로 이주하였다. 그러나 1828년 노예

주가 고향에 두고 온 아들 피터를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앨라배마로 팔

아버린 사실을 알고 뉴욕주 법원에 양육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며 

아들을 되찾게 된다. 흑인 여성이 백인 남성을 대상으로 이긴 최초의 

법정 소송으로 대중의 주목을 받게 된다. 승소 이후 감리교와 침례교

도들의 도움을 받으며 뉴욕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1843년 매사추세츠

주로 이주하고 자신의 이름을 소저너 트루스로 개명한다. 이후 노예

해방운동과 여성 참정권운동에 관한 강연과 연설을 활발히 하고 지내

다 1883년 생을 마감한다. 

2. ‘나는 여자가 아닌가요?’: 1851년 여성권리대회 연설

1851년 오하이오주 애크론에서 개최된 여성권리대회에서 행한 ‘나

는 여자가 아닌가요?’ 연설은 소저너 트루스의 대표적 연설이다. 이 

연설은 남북전쟁 이전, 여성에 대한 차별은 물론 흑인에 대한 억압이 

최고조인 정치·사회적 환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연설문은 해당 대

회의 운영자였던 프란시스 다나 게이지(Frances Dana Gage)의 1863년 

회고록에 실렸고(Gage, 1863), 이후 1881년 여성 참정권 운동가 스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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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 앤서니와 게이지가 공동 출간한 ‘여성 참정권의 역사’(History of 

Woman Suffrage)에 실려 오늘날 전해지고 있다(Stanton, Anthony, Gage, 

1881). 이 연설 내용의 정확성에 대한 논란이 있기도 하지만, 당시 상

황을 고려하면, 흑인 여성 노예의 연설이 기록으로 전해지는 것만으

로도 미국 여성운동사, 흑인 인권운동사와 노예해방운동사를 대표하

는 명연설로 평가받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현재 통용되는 게이지의 

판본을 인용한다.1) 게이지는 회고록에 연설 텍스트는 물론 당시 현장 

상황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 당시 여성권리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주로 백인 여성 운동가들이었으나, 남성인 감리교, 침례교와 장로교 

목사들도 있었다. 게이지는 연설 전후 상황을 묘사하며 비판적 청중 

혹은 적대적 청중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흑인에 대한 편

견이 여전히 심한 상황이었으며, 일부 백인 여성 운동가들마저 “트루

스에게 연설시키지 마세요. 우리 대회를 망칠 거에요. 신문들은 우리 

참정권 운동을 깜둥이 문제와 섞어서 보도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론의 비난을 받게 됩니다”(Gage, 1863, 4)라고 반대의 목소리가 나

오는 상황이었다. 남북전쟁 당시 백인 여성 참전운동가들마저 대다수 

백인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인종차별주의자가 많았다(Gage, 1863). 길

버트는 “흑인들이 태생적으로 백인보다 비천한 인종이기에” 사회 모

임은 물론 종교 모임에서 조차 흑인들과 어울리는 것 자체를 싫어하

는 백인 여성 운동가들이 대다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Gilbert, 2000). 

대회 주최자인 게이지는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트루스가 연설하

도록 진행하였으며 트루스는 연설을 시작한다.

Where there is so much racket there must be something out o’ kilter, 

1) Gage, F. D.(1863, May 4). Woman’s Rights Convention. National Anti-Slavery 
Standard,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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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think that ‘twixt the Negroes of the South and the women of the 
North all a-talking about rights, the white men will be in a fix pretty 
soon. That man over there says that women need to be helped into 
carriages, and lifted over ditches, and to have the best place 
everywhere. Nobody ever helps me into carriages, or over 
mid-puddles, or gives me any best place! [and raising herself to her 
full height and her voice to a pitch like rolling thunder, and she 
asked.]

And ain’t I a woman? Look at me! Look at my arm! [And she 
bared her right arm to the shoulder, showing her tremendous muscular 
power.] I have plowed and planted, and gathered into barns, and no 
man could head me! And ain’t I a woman? I could work as much 
and eat as much as a man when I could get it, and bear the lash as 
well! And ain’t I a woman? I have borne thirteen children, and seen 
them most all sold off to slavery, and when I cried out with my 
mother’s grief, none but Jesus heard me! And ain’t I a woman. Then 
they talk about this thing in the head—what they call it? [whishpered 
someone near] 

소란이 많은 곳엔 무언가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남부 흑인 들과 

북부 여성들 모두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백인 남성들이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있는 남자분! 여자가 마차에 

탈 때 도와줘야 하고 물웅덩이를 건널 때 안아주고, 어디든 제일 좋

은 자리를 주어야 한다는 것 알지요. 그런데, 아무도 내가 마차를 탈 

때는 도와주지도 않고, 진흙탕을 건널 때, 도와주지 않았으며, 좋은 

자리를 준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키를 최대한 높이

며 천둥 같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리고 나는 여자가 아닌가요? 나를 

보세요! 내 팔을 보세요! [그리고 그녀는 오른팔을 어깨 쪽으로 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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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엄청난 근육을 보여주었다.]
나는 쟁기질을 하고,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어 곳간에 넣었는데, 
어떤 남자도 나보다 더 빠르지 않았어요. 나는 여자가 아닌가요? 나
는 남자만큼 일하였고, 음식은 많이만 있다면 남자만큼 먹을 수 있고, 
심지어 채찍질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나는 여자가 아닌가요? 나는 

열세 명의 자녀를 낳았고 그들 대부분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보았

고, 어머니의 슬픔으로 외치며 울었을 때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자가 아닌가요? 그런 다음 그들은 머

리로 이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무엇이라고 부르는 것입니

까? [가까이 있는 누군가가 속삭였다]

1) 수사적 질문(설의법)과 현시적 구현 전략 

연설이 시작되기 전 일부 남성 참가자들은 여성이 육체적으로 약하

다는 편견을 가지고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인 상황이었

다. 이런 편견을 반박하기 위해 연설 서두에 남자 청중 한 사람을 직

접 지목하며 시작한다. “저기 있는 남자분! 여자가 마차에 탈 때 도와

줘야 하고 물웅덩이를 건널 때 안아주고, 어디든 제일 좋은 자리를 

주어야 한다는 것 알지요. 그런데, 아무도 내가 마차를 탈 때는 도와

주지도 않고, 진흙탕을 건널 때, 도와주지 않았으며, 좋은 자리를 준 

적도 없습니다. ‘나는 여자가 아닌가요?’”라며 반복적으로 설의법을 

활용한다. 수사적 질문인 설의법은 실제 대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과 설득의 효과를 위하여 사용하는 의문문 기법이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을 청중들이 결론을 내리게 하며 의미를 강조하는 기

법이다. 트루스는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답에 청중이 참여하도록 기

회를 주는 설의법으로 ‘나도 여자다’라는 직설법보다 더 강한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백인 여성은 남성으로부터 도움이란 ‘특권’을 받지만, 

자신은 흑인 여성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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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백인 남성이 여성을 ‘약한 존재’라는 전제하에 백인 여성

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면 자신도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적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보세요]. 나는 여자

가 아닌가요?”라며 설의법으로 청중에게 ‘직접 보면 알 수 있듯이 나

도 여자다’를 통해 강조하고 있다. 트루스는 이 연설에서 핵심 어구인 

‘나는 여자가 아닌가요?’라는 수사적 질문을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활용한다. 

소저너 트루스는 “나를 보세요. 내 팔을 보세요. 나는 쟁기질을 하

고,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어 곳간에 넣었는데, 어떤 남자도 나보

다 더 빠르지 않았어요. 나는 여자가 아닌가요? 나는 남자만큼 일하

였고, 음식은 많이만 있다면 남자만큼 먹을 수 있고, 심지어 채찍질까

지 견딜 수 있습니다”라며 노예로서 그동안 수행하였던 고된 노동의 

삶을 생생히 묘사하며 여성으로서 자기 능력이 남성 못지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 근육과 힘을 청중에게 직접 보여주며 여

성은 육체적으로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남성들의 편견을 반박하고, 여

성은 약한 존재가 아니라 남성들과 동등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쟁기질하고, 씨 뿌리고, 곡물을 곳간에 넣고 하

는 노동을 적시하며 백인 여성의 일반적인 경험보다 노예 여성의 고

된 삶을 묘사하고 있다. “채찍질은 남성보다 더 잘 견딘다”라는 대목

에서 그가 겪은 노예주의 구타와 성폭행을 연상할 수 있다. 그러나 

노예주가 10대 시절 자신이 사랑하는 이웃 흑인 남성을 못 만나도록 

채찍질한 것에 대한 원망과 미움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흑인 여성 노예로서 겪은 구타, 채찍질과 같은 고통과 아픔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남녀평등을 주제로 하는 이 연설에서는 부적합하다

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기의 근육과 팔을 현장 청중들에게 직접 보이는 수사적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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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적 구현(power of enactment)이다.2) 현시적 구현이란 연설에서 자

신이 주장하는 내용에 관해 실물을 활용하거나 물리적 행위로 보여주

며 실체적으로 논거를 보강하는 수사적 전략이다(Campbell & 

Jamieson, 1978). 소저너 트루스 연설을 기록한 여성 인권대회의 주최

자 프란시스 게이지는 당시 트루스의 비언어 행위와 청중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며 현장의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다. 일부분을 위 

텍스트에 이탤릭체로 표시하였다. 게이지는 “[자신의 키를 최대한 높이

며 천둥 같은 목소리로]” “[트루스는 오른팔을 어깨 쪽으로 올리며, 엄청

난 근육을 보여주었다]”라고 기록하였다. 트루스의 키는 187cm 정도로 

당시 남성을 포함하여도 큰 체격의 연사였다. 트루스는 검은 피부 색

깔의 강인한 근육으로 이루어진 팔과 몸을 청중에게 직접 과시하며 

현시적 구현이란 수사적 전략을 활용하였다. 힘든 노동에는 어느 백

인 남자보다 강하다는 것을 물리적으로 보여주며 여성이 남성보다 약

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1851년 트루스 연설의 저서나 연구는 게이지의 기록을 인용하여 분석

하였지만, 이탤릭체 부분으로 묘사한 비언어 행위 부분이나 연설의 

전후 상황에 대한 기록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게이지의 구체적인 연

설 전후 상황에 관한 묘사와 비언어 행위에 대한 기술은 당시 청중과 

연설의 내용과 논리의 전개는 물론 그녀의 수사적 전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1851년 ‘나는 여자가 아닌가요?’ 연설에서 트루스는 

노예에 대한 청중의 편견에 자신도 인간이며 여성이라는 것을 설의법

을 통해 설득하고 여성은 육체적으로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청중의 편

견에 자신의 몸을 직접 보여주며 입증하는 현시적 구현 전략을 활용

하였다. 

2) ‘현시적 구현’(power of enactment)의 전략에 관하여, K. K. Campbell & K. H. 
Jamieson 197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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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서의 일화와 서사 활용

That’s it honey. What’s that got to do with woman’s rights or 
Negros’ rights? If my cup won’t hold but a pint and yours holds a 
quart, wouldn’t you mean not to let ma have my little half-measure 
full? [And she pointed her significant finger and sent a keen glance 
at the minister who had made argument. The cheering was long and 
louder.] 
Then that little man in black [a clergy man] there, he says women 
can’t have as much rights as men, cause Christ wasn’t a woman! 
Where did your Christ come from? [Rolling thunder could not have 
stilled that crowd as did those deep, wonderful tones, as she stood 
there with outstreched arms and eye of fire. Raising her voice still 
louder, she repeated.]
Where did your Christ come from? From God and a woman! Man 
had nothing to do with Him. [Oh! what a rebuke she gave the little 
man.] [Turning to another objector, she took up the defense of 
modern Eve. I cannot follower her through it all. It was pointed, and 
witty, and solemn, eliciting at almost every sentence deafening 
applause; she ended by asserting that.] 
If the first woman God ever made was strong enough to turn the 
world upside down all alone, these women together[she glance over 
us] ought to be able to turn it back, and get it right side up again! 
And now they is asking to do it, the men better let them. [Long 
continued cheering]. ‘bliged to you for hearing on me, and now old 
Sojourner hasn’t got anything more to say. 
[Amid roars of applause, she turned to her corner, leaving more than 
one of us with streaming eyes and hearts beating with gratitude. She 
had taken us up in her strong arms and carried us safely ove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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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ugh difficulty, turning the whole tide in our favor. I have never in 
my life seen anything like the magical influence that subdued the 
mobbish spirit of the day and turned the jibes and sneers of an 
excited crowd into note of respect and admiration. Hundreds rushed 
up to shake hands, and congratulate the glorious old mother and bid 
her God speed on her mission of “testifying again concerning the 
wickedness of this here people”] 

바로 그거에요. 그게 여성의 권리나 흑인의 권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냐고요? 내 잔엔 핀트만 담기고 당신들의 잔엔 쿼터가 담긴다면, 나
의 잔에 나머지 반인 핀트를 채우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녀

는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논쟁을 벌인 목사를 예리하게 쳐다보았다. 
큰 박수 소리가 오랫동안 이어졌다]. 저기 검은 옷을 입은 작은 남자

는 그리스도가 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만큼 권리를 가

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왔나요? 당신의 그리

스도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녀가 두 팔을 벌리고 눈에 불

을 켜며 그곳에 서 서, 깊고 멋진 톤으로 천둥 같은 소리로 말하였지

만 군중을 진정시킬 수 없었다. 그녀는 목소리를 더 크게 높이며 반

복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리고 여성에게서 나왔습니다. 남성들은 그리스

도와 아무 관련이 없어요. [오! 그녀가 그 작은 남자에게 얼마나 큰 

책망을 했는지.] [다른 반대론자를 쳐다보며, 그녀는 하와의 죄를 변

호했다. 나는 그녀를 따라갈 수 없었다. 날카롭고 재치 있고 엄숙하

여 거의 모든 문장에서 귀가 먹먹해지는 박수를 이끌어 내었다. 그녀

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끝맺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든 최초의 

여성(하와)이 혼자서 세상을 뒤집을 만큼 강했다면 우리 여성들과 함

께 [그녀가 우리를 쳐다보며] 그것을 되돌릴 수 있어야 하고, 다시 바

로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되돌릴 수 있어야 하고, 다시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
자들은 여성을 허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랫동안 계속된 박수]. 내 



150 • 수사학 제41집 

얘기를 들어줘서 고맙고, 이제 늙은 소저너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

니다. 
[박수가 쏟아지는 가운데 우리 중 한 명 이상이 눈물을 흘리며 가슴이 

뛰는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그녀는 모퉁이로 돌아갔다. 그녀는 강한 

팔로 우리를 안고 어려움의 난관을 무사히 넘겼고 분위기를 우리에게 

유리하게 돌렸다. 나는 내 인생에서 그날 폭도와 같은 청중들의 정신을 

가라앉히고 흥분한 군중의 조롱과 조소를 존경과 감탄으로 바꾸는 마법

의 영향력을 본 적이 없었다. 수백 명의 사람이 악수를 하기 위해 달려

와서 나이 든 어머니를 축하였다. 그들은 그녀의 신에게 “여기 사람들

의 사악함을 다시 증언하는” 그녀의 사명을 서두르라고 명령했다.]

이어 트루스는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논쟁을 벌인 남성 목사에게 

“내 잔에는 쿼터의 반인 핀트만 담고 당신의 잔은 쿼터로 차 있는데, 

내 잔의 나머지 반을 채우지 말라는 겁니까?”라며 불평등을 강조한다. 

그리고 그 목사에게 “저기 검은 옷을 입은 작은 남자는 그리스도가 

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만큼 권리를 가질 수 없다고 말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왔나요? 당신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습니까?”라며 트루스는 [목소리를 더욱 더 높이며] 검은 

옷을 입은 작은 [목사]에게 질문을 반복하였다. 그리고 트루스는 “[예

수님은] 하나님과 그리고 여성에게서 나왔습니다. 남성들은 그리스도

와 아무 관련이 없어요”라며 논쟁을 벌인 목사를 예리하게 흘겨보며 

연설을 이어갔다. 당시 침례교, 감리교, 장로교 중심으로 진보적 성향

의 기독교 목사들이 노예해방운동을 많이 도왔지만, 여성 인권과 관

련해서는 편견이 있었다(Gage 1863). 이러한 청중들을 설득하기 위해 

성서에 등장하는 일화나 서사를 활용하며 비유나 은유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기법은 당시 여성 인권 운동가들의 연설에 자주 등

장하는 수사적 전략이었다(Campbell, 1986). 

트루스는 이 연설에서 초기 여성인권운동가들처럼 남성 기독교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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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들을 설득하기 위해 성서의 일화나 서사를 활용하지만, 그들보다 

더욱더 과감한 논리를 전개한다. 트루스는 [두 팔을 벌리고 눈에 불을 

켜며 일어서서, 천둥 같은] 큰 소리로 그리스도는 남성과 여성의 육체

적 접촉으로 탄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탄생하였으니 

남성은 한 일이 없으며 예수님 탄생과 관련이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

였다. ‘하와의 선악과’ 일화에서 하와의 원죄와 ‘그리스도는 남자이기 

때문에’ 여성들의 권리가 동등하지 않다는 논리는 기독교에서 오랫동

안 통용되던 편견이었다(최하영, 2000). 트루스는 하와의 원죄로 인해 

여성의 권리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편견을 오히려 그리스도를 탄생시

킨 여성의 능력으로 환치하고 있다. 트루스는 그리스도 탄생이 현세

의 남성과 여성의 성적 결과물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잉태하였다는 

것을 명확히 하며 청중들의 가부장적 태도를 반박한다. 트루스는 기

독교 청중이 대부분인 것을 고려하여 여성인 하와가 원죄를 가져온 

일화를 전제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게이지가 오랫동안 트루스가 변호

한 부분을 연설에 삽입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의 원죄를 속죄

하러 온 것이라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됨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

습니다’라는 구절로 하와의 원죄를 변호한 것으로 추정한다(Campbell, 

1986). 트루스는 여성 청중들을 쳐다보며 “하나님이 만드신 만든 최초

의 여성(하와)이 혼자서 세상을 뒤집을 만큼 강했다면 우리 여성들과 

함께 그것을 되돌릴 수 있어야 하고, 다시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합니

다! 그것을 되돌릴 수 있어야 하고, 다시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합니

다!”라며 여성의 힘을 증명하고 있다. 성서의 하와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여성의 힘’, ‘세상을 뒤집어 놓는 힘’이

라고 은유로, 남성보다 우월한 ‘힘’과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여성들

이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요구하고 있고, 남성들은 따르면 된다는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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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전개하며 남성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여성은 다

시 바르게 되돌리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여성이 앞장서서 바로 잡을 

때, 남성은 따라 오면 된다며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트루스는 열세 명의 아이를 생산하는 고통과 그들이 노예로 팔려 

갈 때 아픔을 서사적으로 밝히고 있다. 다섯 명의 자녀를 낳은 것으

로 알려진 것이 정설이지만(Painter, 1994), 여기에서 열세 명이라고 과

장한 것은 흑인 여성 노예로서 노예주에 의해 인간이 아닌 재물 혹은 

종축으로 취급받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런 슬픔과 아픔에 “예

수님이 함께 울어주었다”라고 신의 권위를 언급하며 청중에게 감성적

으로 다가가고 있다. 뉴욕주가 노예해방선언을 한 이후, 1830년대 트

루스는 감리교와 침례교 목사들의 도움을 받아 노예 경험을 통한 신

앙심에 관해 순회 강연과 설교를 하였다. 트루스는 ‘성경을 들어서 배

웠다’라고 밝히며 성서의 일화나 서사를 자주 활용하였다. 트루스는 

목사들의 설교를 많이 들으며 대중 연설의 기술을 배운 것으로 알려

지며, 성령이 함께하는 강연과 설교를 하려고 노력하였다(Painter, 

1994). 트루스의 수사적 전략은 그녀의 개명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1843년 6월 1일 성령강림일 날, Sojourner Truth, 즉 ‘머무는 진리’ 혹

은 ‘현존하는 진리’로 개명하였다. 이는 그리스도가 ‘나는 진리요, 길

이요, 생명이다’라는 성서 구절에서 ‘진리’를 차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제 그녀는 하나님의 명으로 이 세상에 머물며 현존하는 진리로서 

개명 이전 노예인 이사벨라 바움프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트루스는 성서의 일화나 서사를 자

주 활용하며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비유와 은

유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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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요가 있을 때, 멈추지 말고 계속 전진하라’

: 1867년 미국 평등권리협회 연설 

1867년 5월 9일 뉴욕에서 미국 평등권리협회(American Equal Rights 

Association) 대회에 연사로 초청받아 행한 이 연설은 일명 “동요가 있

을 때, 멈추지 말고 계속 전진하라”라는 주제로 전해진다. 1865년 남

북전쟁이 끝나고 노예제도는 공식적으로 폐지되어 이전보다 훨씬 우

호적인 분위기에서 한 이 연설은 1851년 ‘나는 여자가 아닌가요?’라는 

연설보다 내용이 완전하게 전해진다.3) 이 연설은 1851년보다 논리의 

전개가 명료하며 소주제별 구성도 이전 연설보다 매끄럽게 이루어져 

있다. 이 연설에서 트루스는 노예제는 폐지되었지만, 여성 차별은 여

전하며, 흑인 남성들은 노예해방선언의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여성 차

별을 극복하지 못하면, 흑인 여성 노예들은 차별의 굴레에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 연설이다. 이러한 편견을 없애고 남녀의 평등한 

권리를 위해 백인 남성들이 주체적으로 행동과 태도를 바꾸기를 촉구

하는 연설이다. 

My friends, I am rejoiced that you are glad, but I don’t know how 
you will feel when get through. I come from another field--the 
country of the slave. They have got their rights--so much good luck: 
now what is to be done about it? I feel that I have got as much 
responsibility as anybody else. I have got as good rights as anybody.
There is a great stir about colored men getting their rights, but not a 
word about the colored women; and if colored men get their rights, 
and not colored women theirs, there will be a bad time about it. So 

3) 원본은 National Anti-Slavery Standard, June 1, 1867, 3에 게재됨. Campbell, K. 
K.(Ed.) 1989, 252~254에 출간한 내용을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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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m for keeping the thing going while things are stirring; because if 
we wait till it is till, it will take a great while to get it going again.
I want you to consider on that, chil’n. I call you chil’n; you are 
somebody’s chil’n, and I am old enough to be mother of all that is 
here. I want women to have their rights. In the courts, women have 
no right, no voice; nobody speaks for them. I wish woman to have 
her voice there among the pettifoggers. If it is not fit place for 
women, it is unfit for men to be there.

친구들이여, 여러분들이 기뻐해서 나도 기쁘지만, 이 연설을 마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기분일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다른 운동장--즉 노

예의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들은 (흑인 남성) 그들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
는 다른 사람 못지않게 책임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보다 

좋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색인종 남성(흑인)이 자신의 

권리를 얻는 것에 관해 세상이 소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유색인종 여

성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색인종 남성이 자

신의 권리를 얻고 유색인 여성이 권리를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동요가 있을 때 전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 다시 작동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

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 고려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당신들을 

아이들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자식이고, 나는 여

기에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가 될 만큼 충분히 늙었습니다. 나는 여

성들이 권리를 갖기를 원합니다. 법원에서 여성은 권리도, 목소리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위해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자가 엉터리 

법률가들 앞에서 목소리를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정이 여성에게 적

합하지 않다면 남성에게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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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사적 페르소나 전략

“친구들이여(My friends!), 여러분들이 기뻐하니 나도 기쁩니다”라며 

친구라는 호칭으로 자신의 수사적 페르소나(rhetorical persona)를 청중

과 동등한 위치의 이미지로 설정하며 연설을 시작한다. 이 연설은 남

북전쟁과 노예해방선언이 이루어진 이후여서 정치․사회적 환경이 변

화한 것을 고려하여 1851 연설과 비교하면 수사적 상황이 사뭇 다르

다. 그동안 소저너 트루스는 대중 연설과 활동으로 대중의 주목을 받

게되고, 링컨 대통령을 만나며 명망을 높아진다. 트루스는 링컨에게 

편지를 보내 만나자고 하지만 답장이 없자 링컨의 집무실에 직접 찾

아가 만나게 해 달라고 요청하여 만남이 성사되었다고 한다. 링컨 대

통령은 남북전쟁 동안 북군으로 참전한 흑인 부대를 격려하고 지원한 

일과 노예제 폐지 운동에 대한 공로로 트루스를 만나며 백인만큼 존

중하며 대접하였다고 전해진다(Mabee & Newhouse, 1993). 

수사적 페르소나는 연사가 자신의 역할과 지위 같은 이미지를 연설

에서 상징적으로 형성하거나 규정하는 것이며, 또는 청중의 역할이나 

지위와 같은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규정하는 전략이다.4) 트루스는 연

설을 시작하며 청중을 ‘친구들이여’라고 호명하고 연사와 청중의 관

계를 규정하였지만, 연설 중반에서는 청중을 ‘아이들’이라고 규정하며 

연사의 지위에 변화를 주고 있다. “나는 여러분들을 아이들(Chil’n)이

라고 부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아이였고, 나는 여기에 있

는 모든 사람의 어머니보다 더 나이를 먹었기 때문입니다”라며 자신

의 수사적 페르소나를 재설정하고 있다. 트루스는 페르소나 전략을 

통해 자신은 더 이상 채찍질을 받는 노예가 아니고 백인 청중의 ‘친

구’로 시작하여 나이 먹은 ‘어머니’로 환치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4) 수사적 페르소나 (rhetorical persona)에 관하여, Black, E. 1970, 109-1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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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로 태어난 이사벨라 바움프리가 아니라 ‘머무는 진리’, ‘현존하는 

진리’라는 이름의 카리스마 넘치는 연설가 트루스가 된 것이다. 앞서 

논의했듯이 소저나 트루스가 머무는 진리, 현존하는 진리로 개명한 

것은 그녀의 페르소나를 변환하기 위한 장치였으며 이 연설에서 그녀

의 수사적 페르소나 전략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트루스는 청중과 호의적 교감을 나눈 후, 자신은 “여러분들과 다르

게 노예의 나라에서 왔다” 

흑인 남성들은 권리를 찾았는데 흑인 여성들은 권리가 없다며 노예

제는 부분적으로 폐지되었지만,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

다. 트루스는 “흑인 남성의 권리에 대한 말은 많지만, 흑인 여성에 대

한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라며 논리를 전개한다. 흑인 남성이 권리

를 가지고 흑인 여성은 권리를 갖지 못한다면 흑인 남성이 주인 노릇

을 할 것이라며 흑인 여성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지적한

다. 남녀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흑인 여성은 이전처럼 노예로 남

게 된다는 점을 설파하고 있다.

트루스는 자신을 권위 있는 어머니의 페르소나로 재설정한 후, “여성

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유일한 흑인 여성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얼음이 

깨어지고 있으니 계속 휘젓고 전진하자”라며 자신은 “다른 사람 못지않

게 책임감이 크다”라며 책임자와 지도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트루

스는 “동요가 있을 때, 멈추지 말고 계속 전진합시다. 일이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으며, 다시 흔들리는 데

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라고 주장하며 자신을 조언자이며 지도자의 

지위로 변신하고 있다. 1851년 연설에서는 트루스는 노예, 여성, 흑인, 

집안 일꾼의 역할이었지만, 이 연설에서는 정치․사회적 상황을 예리하게 

분석하는 관찰자로 청중의 마음을 읽고, 그들의 동기를 파악하고, 열정

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책임 있는 연사로 거듭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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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운동가와 조언자로서 페르소나를 확보한 소저너 트루스는 여성

들이 목소리를 높여야 여성의 침묵을 강요하는 사회적 악습과 미국의 

법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다고 권고한다. 트루스는 1828년 자신의 노

예주가 불법적으로 아들 피터를 앨라배마에 노예로 팔아버려 앨라배

마와 뉴욕 법정의 양육권 소송에서 승소하여 아들을 되찾은 경험을 

암시하며 “법정에서 여성들의 권리가 없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항변

하고 있지 않아요. 엉터리 법률가들 앞에서 여성들이 권리의 목소리

를 내야만 합니다. 법정이 여성들에게 부적합한 장소라면 남자들에게

도 부당한 장소입니다”라며 여성 청중들에게 권리를 위한 행동을 촉

구하고 있다. 트루스는 그를 폄훼하고 비방하던 백인들을 상대로 한 

법정 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암시하고 있다. 초장기 백인 남성 앞에서 

가진 무대 공포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 연설에서는 트루스

는 더 이상 백인 청중 앞에서 무대 공포증을 가진 과거의 이사벨라가 

아니라 사회운동의 지도자로서 페르소나가 변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2) 변화의 주체 전략

They go out washing, which is about as high as a colored woman 
gets, and their men go about idle, strutting up and down; and when 
the women come home, they ask for their money and take it all, and 
then scold because there is no food......I am above 80 years old; it is 
about time for me to go. But I suppose I am kept here because 
something remains for me to do. I suppose I am yet to help break 
the chain. I have done a great deal of work; as much as a man, but 
did not get so much pay. I used to work in the field and bind grain, 
keeping up with the cradler, but men doing no more, got twice as 
much pay; so with the German women. They work in the fiel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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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as much work, but do not get the pay. We do as much, we eat 
as much, we want as much......I want to keep the thing stirring, now 
that the ice is cracked. What we want is a little money. You men 
know that you get as much again as women when you write, or for 
what you do. When we get our rights we shall not have to come to 
you for money, for then we shall have money enough of our own, 
and may be you will ask us for money. But help us now until we 
get it. It is a good consolation to know that when we have got this 
battle once fought we shall not be coming to you any more. 
You have been having our rights so long, that you think, like a 
slave-holder, that you own us. I know that it is hard for one who 
has held the reins for so long to give up; it cuts like a knife. It will 
feel all the better when it closes up again. I have been Washington 
about five years, seeing about right to vote. Now colored men have 
the right to vote; and what I want is to have colored women have 
right to vote. There ought to be equal rights now more than ever, 
since colored people have got their freedom. [Acordingly, suiting the 
action to the word, Sojourner san, “we are going home.”]
There, children, we shall rest from all our labors; first do all we 
have to do here. There I determined to go, not to stop till I get 
there to that beautiful place, and I do not mean to stop till I get 
there. 

백인 여성들은 유색인종 여자와 같은 양의 세탁을 하지만, 백인 남자

들은 허둥지둥하며 위아래로 펄쩍펄쩍 뛰며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여

자들이 집에 오면 돈을 달라고 해서 다 가져가고서는, 먹을 것이 없

다고 잔소리 합니다......나는 이제 80이 넘었습니다. 이제 세상을 하직 

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계속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아직 그 사슬을 끊는 데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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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남자만큼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

나 남자 만큼 많은 보수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나는 밭에서 일하고 

곡식을 거두고 아이들 요람을 돌보았지만, 남자들은 그만큼 일을 하

지 않고 두배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독일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밭에서 일하고 많은 일을 하지만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남
자만큼) 많은 일을 하고, 많이 먹습니다. (남자만큼) 원합니다.......얼음

이 깨졌으니 계속 저어서 나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약간

의 돈입니다. 남자들 당신들은 (수표를 쓸 때) 여성만큼 다시 많은 것

을 얻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권리를 얻을 때 우리는 남

자들 당신들에게 돈 때문에 갈 필요가 없으며 왜냐하면 우리가 충분

히 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당신들이 우리에게 돈을 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얻을 때까지 지금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것을 얻으면 우리는 더 이상 당신들에게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좋은 위안이 됩니다.
남자들은 너무 오랫동안 우리의 권리를 가지고 있어서 노예 소유자

처럼 당신들이 우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지배하고 있는 남자들이 포기하기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칼

처럼 잘라버리세요. 끝나면 기분이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 나는 워싱

턴에 5년 있는 동안 투표하는 권리를 보았습니다. 이제 유색인종 남

성에게는 투표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은 유색인종 여

성들이 투표권을 갖는 것입니다. 유색인종들이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평등한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어 소저너

는 말한대로 “우리 집에 간다 (we are going home)”는 노래를 불렀다.] 
아이들이여, 그곳에서 우리는 모든 노동에서 쉬게 될 것입니다. 그러

나 먼저 여기서 해야 할 모든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나는 그곳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그 아름다운 곳에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 도착할 때까지 멈출 생각은 없습니다.

트루스는 여성 권리에 대한 투쟁은 계속되어야 하며 남자들의 태도

와 행동의 변화할 때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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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 대한 남성의 왜곡된 태도와 고정 관념의 사례를 들어 제시하

며 남성들의 행동과 태도가 변화할 경우, 경제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평등해지며 함께 누릴 수 있는 행복도 커진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

다. “여성들은 세탁도 많이 하고...남자들만큼 일을 많이 했습니다. 밭

에서 일하고 곡식을 거두고 아이들 요람도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남

자들만큼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남자들은 그만큼 일하지 않고도 

두 배의 돈을 받았습니다”라고 불평등을 지적하고 있다. 동일한 노동

을 하고도 남성의 절반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차별 대우를 서사적

으로 표현하며 남녀평등을 호소하고 있다. 능력 있는 여성들이 “세탁

과 농사” 일을 하는 동안 “남자들은 이리저리 건들거리며 게으름을 

피웁니다. 여자들이 집에 오면 돈을 달라고 하여 모두 다 가져가고 

음식이 없다고 불평합니다”라며 남자들의 잘못된 행동과 태도를 지적

하고 있다. 

트루스는 연설 후반부에서 “우리를 도와주세요”라며 경제적 권력을 

가진 백인 남성에게 직설적으로 도움을 요청한다. 여성 권리운동을 

돕는 남자들은 미래에 여성이 권력을 가지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남자들의 행동과 태도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남성 

청중을 변화의 주체(agent of change)로 설정하고 있는 전략이다. 변화 

주체는 집단이나 조직 내에서 변화를 추진하거나 추진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5) 연설에서 변화 주체 설정 

기법은 연사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청중을 설정하고 

그들의 행동과 태도의 상징적 혹은 구체적 변화를 촉구하는 수사적 

전략이다. 트루스는 남성의 잘못된 행동과 태도가 변화할 때, 남녀평

등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파하고 있다. 트루스는 “여러분들은 노예

주들처럼 너무 오랫동안 우리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노예

5) 변화 주체(agent of change) 전략에 관하여 D. S. Birdsell 1987, 267-27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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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처럼 우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라며 남성의 경제적 권력을 지적하

며 오랫동안 갖고 있던 특권을 포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런 나쁜 태도를 “지금 당장 칼로 자르는 것처럼 잘라

버리세요” “그러면 훨씬 기분이 좋아집니다”라며 권력을 가진 남자들

을 향해 주체적으로 행동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돈

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권리를 얻을 때 우

리는 남자들 당신들에게 돈 때문에 갈 필요가 없으며 왜냐하면 우리

가 충분히 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당신들이 우리에게 돈

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라며 남성들의 행동을 적시하고 있다. 흑인

들이 자유를 얻은 지금, 어느 때 보다 여성에게 평등한 권리가 있어

야 합니다” “여성들이 권리를 소유하게 되면” 자신들의 주머니에 충

분한 돈이 있기에 남성들을 도울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하며 설득한

다. 

트루스는 이 연설에서 당시 백인 여성의 관심사인 여성 참정권보다 

여성의 경제적 평등이 더 중요하며 여성의 경제적 평등은 동일한 노

동에 대하여 동일한 대가를 받는 것으로 시작한다고 주장한다. 동일

한 노동에 대한 동일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는 경제적 권력을 가진 남

성의 행동과 태도의 변화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1867년 행한 이 연설에서 트루스는 1851년 연설과 다르게 여성

의 경제적 평등을 위한 재산 분배의 권리, 참정권, 법정에서 평등한 

권리 등 구체적인 남녀평등 권리를 전개하며 권력을 가진 백인 남성 

청중을 변화의 주체로 설정하고 그들의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구체적

으로 촉구하고 있다. 트루스는 이 연설에서 남녀평등을 위해 남성은 

대립의 대상이 아닌 설득의 대상이며 변화의 주체로 환치한 것이다. 

트루스는 “나는 그 아름다운 곳에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 도착할 때까지 멈출 생각은 없습니다”라며 연설을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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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소저너 트루스는 대중 연설을 통해 여성들의 권리의식 개선에 공헌

하였으며 노예해방운동에도 일조하였다. 트루스는 흑인으로서, 노예로

서, 여성으로서 대중 연설이 부적절하다는 당시 백인 남성과 여성들

의 편견과 악습에 정면으로 도전한 여성이다. 트루스는 사회의 편견

과 악습에 정면으로 맞부딪히며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역설하였지만, 

당시 트루스의 연설에 호응하는 청중은 일부분이었으며 인종 편견과 

여성 평등은 현재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그러나 지금 미국 사회는 인

종과 남녀평등 증진 교육을 위해 트루스의 연설을 중요하게 활용하고 

있다(Pauli, 1962). 트루스의 연설은 여성의 삶과 남녀평등을 증진하는 

수단으로서 대중 연설이 어떤 효과를 가지는 가를 보여주고 있다. 트

루스의 연설은 남성 우월적인 가부장적 태도의 변화를 위한 교육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의의가 있다. 미국 재무부는 10달러 지폐에 여

성 인물로 소저너 트루스를 넣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US Dept of the 

Treasury, 2016). 소저너 트루스 연설의 수사 분석은 그녀의 연설이 현

대 미국 사회와 교육에 끼친 영향을 보여주며, 미국 사회가 그 시대

로부터 얼마나 변하였는가를 검토하게 하며, 또한 얼마나 변하지 않

았는가를 재고하게 한다. 국내 수사학계도 우리나라의 여성 운동가들

의 남녀평등에 대한 대중 연설을 발굴하고 분석과 고찰을 통해 그 의

의를 평가하는 연구가 많아지길 바란다. 소저너 트루스의 연설을 인

용하며 이 글을 마친다. 

“우리는 너무 억눌러져 왔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밟혀왔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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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Rhetorical Analysis of Sojourner Truth’s Speeches: Rhetorical 

Styles and Strategies in ‘Ain’t I a Woman’ and ‘Keeping the thing 

going while things are stirring’ addresses 

Lee, Sangchul (SungKyunKwan Univ.)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text of Sojourner Truth’s two 
speeches; ‘Ain’t I a Woman’ speech delivered at the Women’s Rights 
Convention in Akron, Ohio in 1851 and ‘Keeping the thing going while 
things are stirring’ speech delivered at the American Equal Rights 
Association in New York in 1867. It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rhetorical styles and strategies in her speeches. It discusses the effects of 
rhetorical questions to enhance the equal rights of woman and examines the 
effect of her adoption of ‘power of enactment’ strategy to prove gender 
equality. It argues that she quotes biblical anecdotes, parable or narrative to 
strengtern her ethos in her speech. It also explores how she redefine her 
rhetorical persona to transform her image from a female slave to a social 
movement leader or a charismatic speaker. Finally, it argues that Sojourner 
Truth sets men as the target audience, and discusses a rhetorical strategy, 
the ‘agent of change,’ that appeals to male audience to change their 
attitudes and values toward women in a subjective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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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사와 비난의 이중 구조*

- 이소크라테스의 부시리스 구조 분석 -

6)

최 미 (서울대학교)

[국문요약]

본고는 이소크라테스의 부시리스에서 나타나는 이중 구조에 대해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부시리스는 이소크라테스가 당대의 수사학 교사 폴뤼크라

테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글이다. 이소크라테스는 폴뤼크라테스가 행한 부

시리스 찬사와 소크라테스 고발 연설이 부각 연설(epideixis, epideiktikos logos)이 

요구하는 바에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한 후, 본문의 상당량을 그 자신의 부시리

스 찬사와 변호 연설에 할애한다. 이렇게 부시리스는 폴뤼크라테스에 대한 비

판과 충고 안에 이소크라테스의 부각 연설이 담긴 이중 구조를 취한다. 이는 일

차적으로 편지와 부각 연설이라는 두 장르를 하나의 텍스트 안에 편입한 이소크

라테스의 수사학적 시도로 볼 수 있다. 또한, 당시 편지가 가진 공공적 성격을 

미루어봤을 때 부시리스의 이중 구조는 제자들을 위한 교육적인 효과를 거둘 

뿐만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이소크라테스 자신에 대한 홍보물로서 기능하도록 

돕는다. 끝으로, 소크라테스 고발이 폴뤼크라테스에 대한 비난으로 대체됨으로써 

부각 연설의 두 축인 찬사와 비난은 이중 구조를 넘나들며 복합적으로 수행된

다. 이는 주제에 대한 암묵적인 비판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소피스트들의 역설적 

연설(paradoxical speech)과 구분된다. 

 * 본고의 논의가 보다 일관성 있고 명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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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30일 167-197쪽
DOI: https://doi.org/10.31325/KJR.2021.9.4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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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지금까지 전해지는 이소크라테스(기원전 436-338년)의 저작 서른 편 

가운데, 부시리스는 비교적 초기 문헌으로 추측된다.1) 부시리스
는 표면적으로 ‘나’(1인칭 단수, 아마도 이소크라테스 본인)로 표명되

는 화자가 ‘당신’(2인칭 단수)으로 표명되는 폴뤼크라테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글이다. 편지는 그 자리에 없는 수신자에게 보내기 위해 

쓴 글로, 고대 그리스어로는 epistolē라 한다. 도입부에서 이소크라테스

는 아직 한 번도 만나 본 적 없는 폴뤼크라테스에게 epistolē의 동사형

인 epistellein2)을 사용하여 자신의 얘기를 대화 대신 편지로 전하게 

되었음 밝힌다(tauta d’ ōiēthēn chrēnai soi men epistelai, 2절). 편지를 

통한 소통은 기원전 3000여 년 전부터 동방에서 이루어졌지만

(Neumann 2006), 이소크라테스가 활동했던 기원전 4세기 아테나이에

서는 편지가 아직 하나의 문학 장르로 자리 잡지 않았으며, 편지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기원전 2세기 이후에야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Sullivan 2007, 7). 편지는 크게 지도자의 명령이나 알림을 전달하는 

공적인 편지가 있는가 하면, 개인이 개인에게 사적으로 보내는 편지

1) 학자들은 대체로 부시리스의 저술 연도를 기원전 380년 초반으로 추정하

지만, 정확한 연도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헬레네 찬사와 매우 가까운 

시기에 쓰였으리라는 추측이 있다. 리빙스톤(Livingstone)은 오이켄(Eucken)을 

따라 부시리스가 플라톤의 국가가 저술된 370년대 중반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고 이소크라테스가 아이귑토스라는 나라의 정체, 종교, 학문을 설

명하는 부분(15-29절)에서 플라톤을 의식하였으리라 추측했다(Livingstone 
2001, 44-47). 그러나 블랭크(Blank)는 부시리스의 저술 연도가 기원전 370
년대까지 내려가진 않았으리라고 반박한다(Blank 2013, 14 n. 35).

2) epistellein은 ‘전언하다’ 혹은 ‘글이나 구두로 전언하다’라는 뜻을 갖는데, 그 

의미는 편지라는 단어가 일찍이 구두를 통해 전언했던 역사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Görgemanns and Zelzer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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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이소크라테스가 남긴 편지는 개인이 개인에게 보내는 사적

인 편지 형식의 초기 모델을 제시한다.3) 위작으로 의심받는 문헌들을 

제외하면 이소크라테스의 편지는 그의 말년에 쓰인 아홉 편이 남아 

있다. 그리고 여기에 부시리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소크라테스 그 

자신이 편지라고 기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은 부시리스를 편

지가 아니라 스물한 편의 연설 중 하나로서 주로 부각 연설(epideixis, 

epideiktikos logos)4)로 분류하였다.5)

3) 이소크라테스가 남긴 사적인 편지는 공적인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자세한 

내용은 본고 III.1을 참조.
4) 수사학 1358b 6-8 참조.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서 연설은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의회 연설, 법정 연설, 부각 연설이 바로 그것이다. 부각 연설의 

어원이 되는 고대 그리스어 동사 epideiknunai는 기본적으로 ‘전시하다’, ‘내
보이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 동사는 주로 중간태로 사용되어 ‘과시하다’, 
‘자신의 능력을 보여 주다’라는 의미를 갖는다(LSJ s.v. epideiknumi I. 1-2; 
Pernot 2016, 3-4). 
의회 연설, 법정 연설과 비교했을 때, epideixis에 대한 한국어 번역어는 다양

하게 쓰인다. 단어의 원래 의미를 살려 ‘장식 연설’, ‘과시 연설’로 번역하기

도 하고, 이 연설 장르가 장례 연설에서 시작되었으며 다양한 예식에서 사

용된 점에 기대어 ‘예식 연설’로 번역하기도 하며, 대상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부각한다는 의미에서 ‘부각 연설’로 번역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시범 

연설’이란 용어도 쓰인다. 본고에서는 당시 아테나이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행해지던 추도 연설과 소수의 소피스트와 수사학 교사에 의해 시도되던 실

험 연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부각 연설’ 번역어로 택했다.
의회 연설과 법정 연설이 청중을 설득 시켜 어떤 실제적인 행동이나 결정을 

끌어내는 것이 목적인 반면, 부각 연설은 특정한 현안에 대하여 청중의 결

정을 촉구하려는 목적을 갖지 않는다. 본문에서 설명한 소피스트들의 역설

적 연설이 소수의 지적 유희였다면, 실제 아테나이 사람들의 생활 속에 자

리했던 대표적인 부각 연설은 전사자들을 위해 국가 장례식에서 행해진 장

례 연설(epitaphios logos), 축제에서 행해진 예식 연설 등이 있다. 장례 연설

의 보다 넓은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는 Carey 2007, 240-246을 참조.
5) hyphothesis의 작성자는 부시리스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이소크라테스

는 그(폴뤼크라테스)가 어떻게 찬사(egkōmion)를 써야 했는지 몸소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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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에서 이소크라테스는 폴뤼크라테스의 두 연설, 즉 부시리스에 

대한 변호(apologia)6)와 소크라테스에 대한 고발(katēgoria)7) 연설이 실

패했음을 지적한다. 우리는 부시리스를 통해 편지의 수신자인 폴뤼

크라테스가 이소크라테스보다 연장자이며 수사학 교사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당시 아테나이에서 폴뤼크라테스는 클뤼타임네스트라, 파

리스, 테르시테스처럼 옹호하기 어려운 인물이나 쥐, 돌멩이, 주전자

처럼 사소하고 우스꽝스러운 대상에 대해 찬사 연설(egkōmion)을 하

는 사람으로 유명했다(Livingstone 2001, 28-29). 이렇게 칭찬하기 어려

운 대상을 골라 그럴 듯하게 칭찬해 보이는 역설적 연설(paradoxical 

speech)은 이소크라테스가 살던 시기의 소피스트들이 자신의 연설 능

력을 뽐내기 위해 시도하곤 했던 일종의 지적 유희였다(Blank 2013, 

때문에 이 연설 역시 네 개의 찬사에 속한다(ho Isokratēs...hupotithetai autos 
pōs edei auton grapsai to egkōmion. dio kai ho logos houtos tōn tessarōn 
egkōmiōn estin, hypothesis 44-6).” 
이소크라테스가 쓴 저작의 장르 분류는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부시리

스는 대체로 헬레네 찬사(Helenēs Egkōmion), 에바고라스(Evagoras), 전 

아테나이인 축전에 부쳐(Panathenaicus)와 함께 이소크라테스의 부각 연설로 

분류되곤 했다. 자세한 내용은 Too 1995, 10-19를 참조. 
6) 부시리스는 당시 아테나이 사람들에게 무시무시한 신화로 전해지는 아이귑

토스의 왕이다. 아폴로도로스가 정리한 신화에 따르면, 부시리스는 나라의 

기근을 달래기 위해 예언자 프라시오스의 신탁에 따라 매년 이방인을 제우

스의 제단에 제물로 바쳤다. 나중에 그는 헤라클레스 역시 제물로 바치려 

했지만, 아들과 함께 그에게 살해당하고 만다(아폴로도로스 신화집 2권 5
장 11절, 강대진 옮김). 이 신화는 기원전 5세기 말 아테나이에서 인기가 많

았으며, 부시리스는 당시 희극과 도기 그림에서 인기 있는 소재로 쓰였다고 

한다(Blank 2013, 14). 더 자세한 내용은 Papillon 2001을 참조.
7) 기원전 3세기에는 폴뤼크라테스의 소크라테스 고발 연설이 실제 고발을 목

적으로 작성되었다고 잘못 알려지기도 했지만, 현대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

는 데 의견을 모은다. 폴뤼크라테스가 쓴 연설은 소크라테스의 사후에 쓰여

진 가상의 법정 연설로 받아들여진다(Livingstone 2001, 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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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폴뤼크라테스의 부시리스 변호 역시 전형적인 소피스트 식의 

역설적 연설이며 소크라테스 고발은 가상의 법정 연설로, 둘 다 부각 

연설에 속한다. 이소크라테스는 폴뤼크라테스가 양쪽에 있어서 어떻

게 실패했는지 따져보겠다고 선언한 후, 내용의 상당량을 부시리스에 

대한 찬사와 변호의 시범을 보이는 데 할애한다. 이 문헌의 hypho-

thesis(그리스어 서문)9)를 작성한 사람은 이소크라테스가 부시리스 찬

사의 시범을 보이는 부분에 주목했고, 이후 학자들 역시 대체로 본 

문헌을 ‘부시리스 찬사’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에는 불만

족스러운 점이 남는다.

첫째, 이소크라테스에게 부시리스는 그 자체로 중요한 대상이 아니

다. 부시리스에 대한 부각 연설을 보이기에 앞서, 그는 자신이 칭찬하

려는 대상이 진지하지 않은 주제임을 밝힌다.10) 글의 마무리에서도, 

이소크라테스는 자신의 궁극적인 목적이 부시리스에 대한 찬사와 변

호에 있지 않으며, 폴뤼크라테스에게 찬사와 변호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 주는 데 있음을 밝힌다.11) 둘째, 이소크라테스가 부시리스 찬사

8) 부각 연설의 일종인 역설적 연설(paradoxical speech)은 자연과 세상의 경이로

운 일들을 모은 paradoxographoi(기담집)와 다른 장르이다. 
9) hypothesis는 고대와 중세 시대에 그리스어로 쓰인 서문 혹은 요약문이다. 주

로 비극과 희극 작품에 대해 쓰였지만, 이소크라테스를 비롯한 연설문 작성

가들의 작품에 대해서도 쓰이곤 했다(Zimmermann 2006). 부시리스의 

hypothesis가 작성된 시기와 작성자는 불분명하다.
10) “비록 심각하지도 않고 고상한 언어를 갖지도 않지만(kaiper ou spoudaian 

ousan oude semnous logous echousan, 부시리스 9절).”
11) “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전시(epideixis)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들 

각각(찬사와 변호)을 어떻에 다루어야 했는지 보여 주려고 했기에 이것들을 

논한 것이니까요(ou gar epideixin tois allois poioumenos, all’ hupodeixai soi 
boulomenos hōs chrē toutōn hekateron poiein, dieilegmai peri autōn, 부시리스 
44절).” 이러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이소크라테스가 오로지 형식적인 측면만

을 고려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본고 III.3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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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폴뤼크라테스에게 보내는 편지에 종속시키는 이중 구조 형식을 취

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과를 설명하기에 부족하다. 부시리스는 부시

리스 찬사라는 텍스트 밖의 텍스트로서 폴뤼크라테스의 연설에 대한 

비평이 포함되며, 이는 수신자와 발신자의 일대일 관계를 상정하는 

편지 형식으로 쓰였다. 부시리스의 독해는 이러한 중층 구조에 대

한 이해를 요구한다. 끝으로, 본 문헌을 ‘부시리스 찬사’로 보는 시각

은 이소크라테스가 비판해 보이겠다고 선언했던 폴뤼크라테스의 연설

이 부시리스 변호만이 아니라, 소크라테스 고발도 포함한다는 점, 그

러나 후자는 거의 다루지 않은 채 글을 끝맺었다는 점을 지나친다. 

부시리스는 폴뤼크라테스에 대한 비판과 충고, 이소크라테스의 

부각 연설이 편지라는 대화의 대체제 안에서 이중 구조를 이루는 일

종의 형식적인 실험이라 할 수 있다. 본고는 부시리스의 이중 구조

를 분석함으로써 부각 연설뿐 아니라, 편지라는 장르에 대한 이소크

라테스의 복합적인 탐구를 살필 것이다. 나아가 이소크라테스가 살던 

당시 편지가 가졌던 공공적 성격을 고려하여, 작품의 이중 구조가 텍

스트 내 명시적인 수신자인 폴뤼크라테스뿐 아니라, 텍스트 밖 이소

크라테스의 제자들을 비롯한 제3자에게 어떤 효과를 낳는지 확인할 

것이다. 끝으로 이소크라테스의 관심이 연설의 형식에 한정되지 않으

며, 주제에 대한 암묵적인 반감으로 인해 소크라테스 고발 연설을 폴

뤼크라테스에 대한 비난 연설로 대체한다는 것을 살필 예정이다. 이

를 통해 부각 연설의 두 축인 찬사와 비난이 작품의 이중 구조를 넘

나들며 수행된다는 점을 확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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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두 개의 층위

<표 1. 부시리스 의 구조 분석>

즉 폴뤼크라테스에 대한 비판과 충고라는 첫 번째 층위(이하 L¹)와 

부시리스를 향한 찬사와 변호의 두 번째 층위(이하 L²)를 도식화하면 

1-9절

폴뤼크라테스 

비판

1-3: 도입부

4-6: 폴뤼크라테스의 두 가지 잘못 지적

7-8: 부시리스의 찬사에서 범한 잘못

9: 부시리스의 찬사와 변호에 대한 시범 선언

10-29절

부시리스 찬사

10-11: 부시리스의 고귀한 태생과 탁월한 성정

11-14: 아이귑토스의 건립과 지리적 이점

15-20: 아이귑토스의 훌륭한 정체와 그 영향력

21-23: 아이귑토스의 지적 풍토

24-27: 아이귑토스의 종교와 그 역할 

28-29: 아이귑토스인들의 경건함에 대한 증인
첫
 번

째
 층

위(L¹)

두
 번

째
 층

위
 (L²)

30-33절

두 찬사의 비교 

및 대조

30-33: 두 찬사의 비교 및 대조

34-43절

부시리스 변호

34: 부시리스에게 가해질 수 있는 비난 인식

35-37: 부시리스에게 가해지는 비난 반박

38-40: 시인들에 대한 비판

41-43: 신들에 대한 폴뤼크라테스의 발언 반박

44-50절

폴뤼크라테스를 

향한 충고

44-48: 폴뤼크라테스의 변호에 대한 비판

49-50: 폴뤼크라테스를 향한 충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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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에서 보듯, 부시리스는 내용상 다섯 개의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 부분(1-9절)에서 이소크라테스는 폴뤼크라테스의 부시리스에 대

한 변호와 소크라테스에 대한 고발에서 각각 잘못된 부분을 보이겠노

라 선언한 후 부시리스에 대한 찬사와 변호 연설을 하기로 한다. 두 

번째 부분(10-29절)에서는 부시리스 찬사 연설이 수행된다. 세 번째 

부분(30-33절)에서 이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찬사를 폴뤼크라테스의 연

설과 비교 및 대조한다. 네 번째 부분(34-43절)에서는 부시리스에 대

한 변호가 이루어진다. 다섯 번째 부분(44-50절)에서 이소크라테스는 

폴뤼크라테스의 변호를 비판하고 그에게 충고하면서 편지를 마친다. 

이렇게 부시리스는 이소크라테스가 폴뤼크라테스에게 비판하고 충

고하는 L¹와 부시리스에 대한 찬사와 변호의 시범을 보이는 L²로 나

눌 수 있다. 이 장에서는 각 부분에서 이뤄지는 진술과 그 기능을 분

석하고자 한다.

1. 폴뤼크라테스를 향한 비판 (1-9절)

도입부에 해당하는 1-3절은 이 문헌이 폴뤼크라테스라는 수신자를 

향한 편지임을 드러낸다. 나중에는 아이러니한 표현으로 드러날 것이

지만, 여기에서 이소크라테스는 폴뤼크라테스라는 “지각 있는

(epieikeian, 1절)” 수사학 교사에게 “호의를 갖고”(eunoikōs, 3절) “다른 

사람들에게는 가능한 한 비밀로 하면서”(pros de tous allous hōs hoion 

te malist’ apokrupsasthai, 2절) 충고하겠노라 말한다.12) 이소크라테스가 

폴뤼크라테스에게 비판하고 충고하는 L¹에서 눈여겨 볼 점 중 하나는 

12) 미하디(Mihardy)는 도입부의 역설적인 뉘앙스에 주목한다(Mihardy 2000, 50 
n. 4). 비난하려는 대상에게 칭찬으로 서두를 떼는 것은 연설의 관행 중 하

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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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뤼크라테스에 대한 비판의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폴뤼크라테스에 

대한 태도이다. 폴뤼크라테스에게 호의적으로 다가서는 듯하면서도 

때론 냉혹한 비판을, 때론 신경질적인 비난을 가하는 이소크라테스의 

태도는 본 문헌에 대한 다층적인 이해를 도울 것이다. 

이어지는 4절에서 그는 폴뤼크라테스의 잘못을 지적하며 본론으로 

들어간다. 이 부분은 향후 내용에 대한 간략한 개요이기도 하다. 내용

인즉, 폴뤼크라테스는 부시리스를 변호하고 소크라테스를 고발했는데, 

이소크라테스가 보기에 그는 잘못된 연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

신은 인지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만족하고 있으니,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 보여 주겠다는 것이다. 이소크라테스가 행한 비판의 내

용은 다음과 같다. 찬사란 본래 그런 것보다 좋게 찬미하는 것이고 

고발은 그 반대이다(4절).13) 그런데 폴뤼크라테스는 부시리스를 변호

하겠다면서 그를 비난하려는 사람보다 더 큰 혐의를 씌웠고, 소크라

테스를 비판하겠다면서 찬미하려는 사람보다 더 큰 찬사를 했다(5절).

이는 변호하려는 대상에게는 분노를 살 테고, 비판하려는 대상에게는 

고마움을 얻을 테니 수치스러운 일이다(6절). 

우리는 폴뤼크라테스의 두 연설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소크라테

스의 비판을 통해 폴뤼크라테스가 부시리스 변호 연설을 하면서 행한 

잘못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찬사 연설에서는 대상을 

본래 그런 것보다 좋게 묘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폴뤼크라테스는 

부시리스가 행했다고 알려진 끔찍한 행위를 감추기는커녕, 행했다고 

알려지지도 않은 더 끔찍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발언했다(5절). 그로 

인해 대상을 칭찬하려는 원래 의도와는 반대의 효과를 불러일으켰다. 

13) 이소크라테스는 찬사의 반대 항으로서 고발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아리스

토텔레스가 찬사의 반대 항으로 비난(psogos)을 언급한 것과 차이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설 분류에 따르면, 고발은 변호와 함께 법정 연설에 포

함된다(수사학 1358a 7-1358b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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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폴뤼크라테스가 부시리스를 칭찬하기 위해 끌어온 신화와 탄생 

계보(genealogy)14)에는 오류가 있다(7-8절).

이처럼 폴뤼크라테스의 연설을 비판한 이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몸소 

칭찬(ton epainon)과 변호(tēn apologian)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시

범을 보이겠다고 선언한다(9절).

2. 부시리스를 향한 찬사 (10-29절)

부시리스의 아버지는 포세이돈이고 어머니는 제우스의 후손인 리비

아이다.15) 그는 태생 자체도 고귀했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

의 힘으로 탁월함을 성취하기를 원했다(10-11절). 그리하여 아이귑토

스 왕국을 건립하게 되는데, 그 땅은 비옥할 뿐만 아니라, 적들의 침

략에 대해 유리한 입지 조건을 지녔다(11-14절). 부시리스는 바로 그

런 땅에 왕국을 세웠고, 훗날 라케다이몬 사람들이 모방하고 이름난 

철학자들조차 선호하게 될 정체(政體, politeia)를 구성했다(15-20절). 

더 나아가, 부시리스는 아이귑토스의 지적인 풍토를 만들었고(21-24

절), 아이귑토스 인들이 타인에게 짐승처럼 행동하지 않고, 지도자의 

명령을 잘 준수하며, 굳건한 신실함을 보여 줄 수 있는 종교적 관행

을 만들었다(24-27절). 아이귑토스인들의 경건함을 배운 퓌타고라스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28-29절). 

14) 대상의 탄생 계보는 대체로 찬사 연설에서 첫 번째 화두에 속한다(Pernot 
2016, 31-42). 

15) 아폴로도로스에 따르면 포세이돈과 리비아는 부시리스의 부모가 아니라 증

조부이다(아폴로도로스 신화집 2권 1장 4절, 강대진 옮김). 아폴로도스가 

정리한 신화는 신뢰성이 높다는 점에서, 블랭크(Blank)는 이소크라테스 역시 

탄생 계보에 오류를 저지른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던진다(Blank 2013,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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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크라테스의 부시리스 찬사는 간략하지만, 훗날 찬사 연설의 모

범이 될 만한 기본 구조를 제시한다. 그는 먼저 부시리스의 태생적 

훌륭함(aretē)을 탄생 계보를 통해서 나타내고, 행위의 훌륭함을 아이

귑토스의 건립을 통해 드러낸다. 이소크라테스는 부시리스의 태생적 

훌륭함보다는 행위의 훌륭함을 얘기하는 데 초점을 맞추며, 그 행위

의 훌륭함은 부시리스가 세운 아이귑토스의 지리적 조건, 정치 체제, 

그것들이 다른 나라에 미친 영향력, 지적 풍토, 종교 등으로 설명된

다.16) 즉, 이소크라테스의 부시리스 찬사는 행위의 탁월한 결과물에 

초점을 맞춰 그러한 행위를 일으킨 자가 부시리스였다고 설명하는 방

식으로 이뤄진다. 또한, 행위의 탁월한 결과물인 아이귑토스는 이소크

라테스가 속한 그리스 공동체에서 공감대를 얻을 만한 방식으로 서술

된다.17) 이렇게 이소크라테스는 끔찍한 신화로 전해지는 부시리스를 

아이귑토스라는 나라를 통해 안전하게 칭송하는 방법을 마련했고, 이

는 일견 성공한 듯 보인다.

3. 두 찬사의 비교 및 대조 (30-33절)

부시리스에 대한 찬사가 끝나기 무섭게, 이소크라테스는 그동안 배

제되었던 폴뤼크라테스의 존재를 다시 호명한다. 자신의 연설에 증거 

부족으로 비판받을 여지가 있음을 의식한 이소크라테스는 비록 앞서 

연설에 대한 증거를 댈 순 없지만, 그 점을 두고 비판할 수 있는 사

16) 이는 부분적으로 부각 연설의 한 종류인 도시에 대한 찬사 형식을 갖는다. 
도시에 대한 찬사는 제정기 로마 이후에 활성화되었으며, 그 대상이 되는 

도시는 로마였다(Pernot 2016, 42-45). 
17) 이를테면 아이귑토스 사람들의 동물숭배는 부시리스의 정치적 목적에서 기

인한 것이고, 퓌타고라스는 그 자신의 경건함으로 사람들에게서 존경을 얻

었다고 이소크라테스는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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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은 폴뤼크라테스가 아님을 분명히 한다(30-31절).18) 폴뤼크라테스 

역시 증거를 대지 않고 연설한 것은 매한가지며, 자신은 그나마 법률

과 정체같이 아름답고 훌륭한 사람들에게 속하는 영역에 관해 말했지

만, 폴뤼크라테스는 짐승들에게나 속하는 영역에 관해 말했기 때문이

다(32절). 서로가 진실을 다루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신은 찬사 연설의 

원칙(idea)에 충실했고, 폴뤼크라테스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기에 완전

히 실패한 셈이다(33절). 

이 대목은 두 가지 점에서 흥미롭다. 하나는 이소크라테스의 관심

이 부시리스 그 자체가 아니라, 찬사 연설의 원칙에 있음이 드러난다

는 점에서 그렇고, 다른 하나는 폴뤼크라테스에 대한 이소크라테스의 

태도가 마치 법정에서 공방 중인 상대를 대하는 듯 보인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러한 태도는 부시리스에 대한 변호에서 계속 이어진다.

4. 부시리스에 대한 변호 (34-43절)

이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찬사가 형식적으로는 괜찮았을지 모르지만, 

부시리스에 대해 기존에 널리 알려진 안 좋은 인식을 바꾸기는 어려

운 일임을 인정한다(34절). 그럼에도, 그는 부시리스에게 가해질 수 

있는 비난을 막아내는 동시에, 폴뤼크라테스가 부시리스를 변호한 방

식을 비판한다. 이소크라테스가 사람들의 통념과 폴뤼크라테스의 연

설을 반박하며 부시리스를 변호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시리스에 관한 끔찍한 신화는 사실이 아니라 추정의 영역

에 있다(35절). 둘째, 아이귑토스의 건립자로서 부시리스 이상으로 훌

륭한 자는 없다(35절). 셋째, 부시리스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연대 추

18) 미하디의 평가처럼 상대방의 논거를 예상하여 선수 치는 것은 법정 연설의 

일반적인 기술이긴 하지만, 이 대목에서의 이소크라테스는 지나치게 긴장한 

듯 보인다(Mirhady 2000, 56 n.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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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오류가 있다. 사람들은 부시리스가 손님들을 제물로 바치고 나

중에 헤라클레스에게 보복을 당했다고 말하는데, 헤라클레스는 부시

리스보다 200년 뒤의 인물이다(36-37절). 끝으로, 폴뤼크라테스가 따른 

시인들의 말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시인들은 신들을 인간들보다 끔찍

한 일을 저지르고 겪는 존재로 묘사하는 부당한 자들이며, 그에 걸맞

게 비참한 삶을 살기 때문이다(38-39절). 

이렇게 이소크라테스는 사건이 사실이 아니라 추정의 영역에 있음

을 주장하고, 부시리스의 훌륭함을 언급함으로써 그의 무고함을 호소

하며, 사실관계의 오류를 따지고, 증인들의 신뢰성을 부정한다. 여기

에서 이소크라테스는 마치 자신이 법정에 선 부시리스의 변호인인 양 

연설을 구성한다.19)

5. 폴뤼크라테스를 향한 충고 (44-50절)

변호를 마친 이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목적이 부시리스의 찬사와 변

호 그 자체에 있지 않으며, 폴뤼크라테스에게 찬사와 변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식을 보여 주는 데 있음을 밝힌다(44절). 그는 폴뤼

크라테스의 변호 연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한다. 그의 연설은 변호

가 아니라, 고발에 가깝다(44-46절). 그런 연설을 밑에서 배우는 학생

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47절). 누구도 설득할 수 없는 

연설을 굳이 할 필요가 없으며, 폴뤼크라테스의 연설은 하지 않으니

19) 본고에서는 부시리스의 34-43절을 부각 연설의 일종인 가상의 법정 연설

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다른 한편으로 리빙스톤은 이 부분을 법정 연설 중 

증언(Proof)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파악한다. 그는 부시리스의 전체 구조 

자체가 ‘머리말(proem)-진술(Narrative)-증언(Proof)-맺음말(Epilogue)’로 구성되

는 법정 연설의 기본 구조를 따른다고 얘기하면서 이 작품 전체를 부각 연

설의 일종인 가상의 법정 연설로 보려 했다(Livingstone 2001, 10-1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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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못한 것이었다(47-48절). 게다가 그가 한 연설은 가뜩이나 사람들

의 원한을 사고 있는 철학에 더욱더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럼에도, 

이소크라테스는 폴뤼크라테스가 자신의 연설 방식을 받아들인다면 앞

으로는 무가치한 연설을 하지 않으리라 조언한다(49절). 그는 자신이 

폴뤼크라테스보다 나이가 어리고 가까운 사이는 아니지만, 연설에 대

해서 잘 알고 돕기를 원하기에 이같이 조언하였음을 밝히며 편지를 

마친다(50절).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소크라테스의 목적은 부시리스의 찬사와 

변호 그 자체에 있지 않음이 다시금 강조된다. 이소크라테스는 자신

의 부각 연설과 폴뤼크라테스의 연설에 대한 비판을 통해 찬사와 변

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시했으며, 이를 “돕는 것(ōphelein)”이라 

표현한다. 하지만, 자신의 관심이 연설의 형식에 있을 뿐이라는 이소

크라테스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44-49절에서 전개

된 이소크라테스의 비판은 폴뤼크라테스의 연설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소크라테스는 폴뤼크라테스의 교육자로서의 자격과 그가 철학에 미

칠 악영향을 짧지만 신랄하게 문제 삼는 것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폴뤼크라테스의 주제 선정에 대한 이소크라테스의 암묵

적인 반감이 드러난다.20)

III. 이중 구조의 기능

앞에서는 부시리스를 다섯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각 부분을 요약

하고 분석하였다. 부시리스에 대한 찬사와 변호는 이소크라테스가 시

범으로 선보인 부각 연설이며, 이는 이소크라테스가 폴뤼크라테스에

20) 더 자세한 논의는 본고 III.3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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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보내는 편지에 종속된다. 편지는 텍스트 밖의 텍스트로서 존재하

는 폴뤼크라테스의 연설을 염두에 둔 채 작성되었다. 이는 문헌 안으

로 끊임없이 소환되지만, 우리는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없고, 이소크

라테스의 비판을 통해 간접적으로 짐작할 수 있을 따름이다. 이렇게 

부시리스에서는 텍스트 밖의 텍스트, L¹의 비판 및 충고, L²의 부각 

연설 세 가지가 내내 상호작용한다. 폴뤼크라테스의 연설은 이 편지

가 작성된 원인이며, L¹의 비판 및 충고는 L²의 부각 연설을 불러오

고, 이 L²는 다시 L¹에 의해 보충된다.

그렇다면 이소크라테스는 무엇을 위해 이러한 구조를 취했을까? 그

것을 알아보기에 앞서 이소크라테스가 썼던 편지의 특성에 대해 알아

보고 부각 연설과 편지라는 장르가 혼재된 부시리스의 독특한 위상

을 살필 것이다. 

1. 이소크라테스의 편지들

이소크라테스가 말년에 남긴 아홉 편의 편지는 기본 구성에서 몇 

가지 특징을 갖는다. 편지를 쓰는 이소크라테스 자신은 1인칭 단수로 

표현되며 편지의 수신자인 ‘당신’에게는 2인칭 단수형 어미의 동사를 

쓴다. 그의 편지에서 도입부를 안부 인사로 시작하는 경우는 일부일 

뿐이며21), 맺음말은 대부분 작별 인사 없이 끝난다. 때때로 그것들은 

이소크라테스 자신에 의해 편지임이 언급된다.22) 그가 남긴 아홉 편

의 편지에서 수신자는 대부분 사회의 지도층 인사이며, 군사 문제와 

같이 그리스 공동체에 직결된 문제에 대한 조언이 담겨 있거나 적어

21) 이때 동사 chairein을 사용한다.
22) 디오뉘시오스에게 1절, 5절; 필립포스에게 1 12절; 필립포스에게 2 1

절; 안티파트로스에게 1절, 알렉산드로스에게 1절; 이아손의 자제들에

게 4절; 티모테오스에게 11절; 뮈틸레나이아 사람들의 지도자에게 1절. 



182 • 수사학 제41집 

도 공적인 사회에 대한 의식이 깔려 있다(김헌 2017, 22-23). 주로 어

떤 사안에 대한 행동을 촉구하는 그의 편지들은 대화의 대체제로서 

작성되었다. 디오뉘시오스에게 쓴 편지의 도입부에서 이소크라테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는 함께 논의를 하려는 사람들이라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직

접 만나 자리를 함께하는 것이 훨씬 뚜렷한 효과를 내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디오뉘시오스에게 2절, 김헌 옮김)

이소크라테스는 상대방과 논의하거나 조언을 건네려면 편지를 쓰기

보다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효과적임을 인지하면서도 연로

함 때문에 편지를 보냈음을 밝힌다. 편지를 통한 전언은 상대방이 자

신이 한 말 중 모르는 것이 있거나 믿을 수 없는 것이 있을 때 도움

을 줄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지만, 이소크라테스는 디오뉘시오스가 

내용을 잘 이해하리라 말한다(디오뉘시오스에게, 3절).23) 

대화의 대체제이면서도 대화를 온전히 대체할 수 없는 편지라는 장

르에서, 이소크라테스는 연설에 대한 탐구와 편지에 대한 탐구, 즉 말

에 대한 고민과 글에 대한 고민을 동시에 갖고 나아간다. 종종 그는 

편지의 시의성이나 신속함을 놓치지 않을지(필립포스에게 1 13절; 
티몬테우스에게 10절), 편지가 지나치게 길어지지는 않을지(필립포

스에게 1 13절; 안티파트로스에게 13절; 뮈틸레나이아 사람들의 

지도자에게 10절), 자신의 편지가 과시(epideixis)하는 것으로 보이지

는 않을지 의식하는 모습을 보인다(이아손의 자녀들에게 4-5절). 이

는 이소크라테스가 편지의 실질적인 기능에 충실하려는 태도가 반영

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편지라는 글이 형식적으로 어떻게 구

23) 여기에서 이소크라테스는 글의 한계를 지적했던 파이드로스의 소크라테스

와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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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어야 하는지를 수사학 교사로서 고민한 흔적으로 보인다. 그의 

편지는 수신자에게만 비밀스럽게 전달된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널리 

공유되었으며, 특히 이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 보고 따라할 수 있는 

본보기로 사용되곤 했다. 예컨대 디오뉘시오스에게 쓴 편지는 수신자

에게 전달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낭독되었다(김헌 2017, 23).

위에서 언급한 아홉 편의 편지는 이소크라테스가 노년에 이르러 작

성한 것으로, 부시리스가 쓰인 시기와는 최소한 20여 년 이상 떨어

져 있다.24) 그럼에도 부시리스는 기본 구성에 있어서 위에서 언급

한 특징을 상당 부분 공유한다. 이소크라테스 자신은 1인칭 단수로 

표현되며 편지의 수신자인 폴뤼크라테스에게는 2인칭 단수형 어미의 

동사를 쓴다. 도입부와 맺음말에는 인사말이 없고, 이소크라테스 자신

에 의해 그 글이 편지임이 언급된다. 이소크라테스는 자신과 폴뤼크

라테스가 미래에 함께 자리할 수 있다면 여러 문제에 관해 길게 대화

를 나눌 수 있을 것이지만, 당장은 편지로 이야기하게 되었음에 양해

를 구한다(2절). 그는 어떤 사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해 

충고한다. 이소크라테스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가능한 한 비밀로 하

면서” 편지로 이야기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과적으로 이 편지는 그의 

제자들을 비롯한 제3자에게 널리 배포되었으며 현재 우리에게 전해지

고 있다. 이소크라테스가 정말로 비밀스럽게 폴뤼크라테스에게 편지

를 보내려 했는지, 폴뤼크라테스에게 실제로 편지를 부쳤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폴뤼크라테스에게 편지를 부칠 생각 없이 학생들을 위한 본

보기로 이 글을 작성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했을 때, 부시리스는 이소크라테스가 노년에 

24) 부시리스가 기원전 380년 초반에 작성된 데 반해, 아홉 편의 편지 중 가

장 이른 시기에 작성된 디오뉘시오스에게 보내는 편지는 기원전 368년경에 

작성되었고, 가장 나중 시기에 작성된 필립포스에게 보내는 편지는 기원전 

338년에 작성된 것으로 추측된다(김헌 2017,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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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 편지들과 다른 범주로 분류될 만한 뚜렷한 차이점이 없어 보인다. 

다만 전자는 후자에 비해 길이가 길고, 편지의 상당 부분이 부시리스 

찬사와 변호로 채워진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때때로 현대 학자들은 
부시리스가 편지로 분류되지 않는 이유를 물리적인 분량에서 찾기도 

한다(Livingston 2001, 5-6; Ceccarelli 2013, 291). 비록 몇몇 편지25)는 

뒷부분이 소실되어 전체 분량을 확인할 수 없지만, 아홉 편의 편지는 

부시리스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길이를 갖기 때문이다. 

부시리스에서 이소크라테스는 전체 내용의 ⅔이상을 그 자신의 

부각 연설인 부시리스 찬사와 변호(L²)를 보이는 데 할애하고 나머지

를 폴뤼크라테스의 연설에 대한 비판과 충고(L¹)로 채운다. 이 중에서 

부시리스 변호(34-43절)는 법정 연설의 예시이기도 하지만, 폴뤼크라

테스의 연설에 대한 반박이자 비평적 성격을 겸하기에 비판과 충고의 

연장선상에서 파악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부시리스 찬사(10-29

절)는 전체의 절반 가까운 분량을 차지한다. 이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목적이 부시리스 찬사와 변호 자체에 있지 않음을 밝히며 연설의 길

이를 조절하지만(44절), 그것은 여전히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고 상대

방보다 우위에 있는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기에 충분한 분량이다. 부
시리스에서 나타나는 이소크라테스의 태도는 노년에 이아손의 자제

들에게 쓴 편지에서 자신의 글이 과시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을까 걱

정하던 태도와는 차이가 있다. 

25) 디오뉘시오스에게 총 10절(후반부 소실); 필립포스에게 1 총 24절, 필
립포스에게 2 총 6절, 안티파트로스에게 총 13절, 알렉산드로스에게 총 

5절, 이아손의 자제들에게 총 14절(후반부 소실), 티모테오스에게 총 13
절, 뮈틸레나이아 사람들의 지도자들에게 총 10절, 아르키다모스에게 총 

19절(후반부 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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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편지 형식을 통한 실험

부시리스에서 언급되는 폴뤼크라테스의 연설을 직접 확인할 수 

없지만, 이소크라테스의 비판을 통해 그의 연설이 어땠는지 간접적으

로 추측할 수 있다. 특정 문헌을 비평하고 더 나은 본보기를 제시하

는 이소크라테스의 모습은 플라톤의 파이드로스에 등장하는 소크라

테스의 모습을 상기시킨다. 리빙스톤은 두 작품의 유사성을 적극적으

로 해석하여 플라톤이 부시리스를 본보기로 삼아 파이드로스의 

구조, 작품 속 정황, 논의 방식 등을 구성하였다고 주장한다. 26) 그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렵지만, 파이드로스에서 묘사되는 

상황은 당시 수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귀중한 참조가 될 수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간략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테나이 교외로 

향하던 소크라테스는 뤼시아스의 연설을 들은 후 그 연설이 담긴 책

자를 갖고 나오던 파이드로스를 만난다. 소크라테스의 부탁에 파이드

로스는 연설문을 읽어 준다. 소크라테스는 파이드로스와의 일대일 대

화를 통해 뤼시아스의 연설을 비판한 후 자신이 교정한 연설을 선보

인다. 이소크라테스의 부시리스는 그와 같은 대화를 편지라는 문자 

매체로 옮겨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소크라테스의 수업에서 타인의 

연설에 대한 비평과 시범 연설은 두 사람 이상의 참여자에 의해 글과 

말을 오가며 구두로 진행되었겠지만, 부시리스라는 하나의 완결된 

텍스트에서 그와 같은 상호 작용은 1인칭 단수 어미로 표현되는 발신

26) 리빙스톤은 플라톤의 국가에 대한 반응이 부시리스에서 나타나고, 다시 

부시리스에 대한 반응이 파이드로스에서 나타난다고 보았다(Livingtone 
2001, 48-66). 앞서 각주 1에서 밝혔듯, 국가와 부시리스 간의 순서 문제

에 대한 리빙스톤의 주장은 여러 학자에게 반박된 바 있다. 비록 파이드로

스에서 언급된 이소크라테스는 전도유망한 젊은이로 묘사되며(278e) 작품 

곳곳에 이소크라테스에 대한 의식이 포착되지만, 본고는 부시리스가 파
이드로스의 본보기가 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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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2인칭 단수 어미로 표현되는 수신자에게 일방적으로 말하는 방

식으로 이루어진다.

편지는 대화 상대자가 부재한다는 점에서 대화를 온전히 대체할 수 

없지만, 이소크라테스는 그 점이 논의에 한계를 가져다주는 것이 아

니라 장점으로 작용하게 한다. 우선 이소크라테스의 연설(L²)이 편지

라는 형식(L¹) 안에 속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는 폴뤼크라테스의 연설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연

설의 시작과 내용을 비교적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다. 둘째, 이소크라

테스의 연설은 폴뤼크라테스가 틀렸다는 것을 드러내고 그에 따른 적

절한 예시를 제시할 만큼만 보여 주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형식을 갖춰 전체를 제시할 필요도 없다. 한편, 폴뤼크라테스

의 부재는 이소크라테스가 논의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도록 만든다. 

심지어 이소크라테스 스스로 자신의 연설에도 결함이 있음을 인정하

는 순간조차(30-31절), 그의 연설이 폴뤼크라테스의 연설보다 우위에 

있다는 암묵적인 동의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소크라테스는 부

각 연설과 비평을 편지로 구성하는 형식적 실험을 선보임으로써, 연

설이라는 장르와 편지라는 장르에 대한 탐구를 동시에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이소크라테스의 편지가 수신자에게

만 은밀히 전달된 것이 아니라 제3의 청중 혹은 독자에게 공개되던 

문화적 맥락을 고려할 때, 그가 폴뤼크라테스에게 행한 비판의 내용

은 단순히 폴뤼크라테스라는 특정인을 향한 비판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다. 칭찬이 권유와 닮았듯이, 비판은 금지와 닮은 꼴을 이

룬다.27) 편지의 수신자인 폴뤼크라테스를 향한 비판은 제3의 청중 혹

27)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에서 칭찬이 권유와 닮았음을 지적한 바 있다

(1367b 37- 1368a 8). 그의 방식에 따르면 칭찬의 반대 항인 비난은 금지와 

닮은 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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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독자, 특히 이소크라테스의 제자들에게 간접적인 가르침이 될 것

이다. 폴뤼크라테스의 연설에 대한 이소크라테스의 비판은 부각 연설

에서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알려 준다. 그 비판을 통해 우리는 어떤 

대상을 칭찬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실관계를 잘 따지고 대상의 장점이 

돋보이도록 그럴듯한 논변을 구성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렇

게 개별적인 사례에 대한 이소크라테스의 비판은 부각 연설이라는 장

르 일반에 대한 가르침과 조언으로 확장된다. 나아가, 이소크라테스가 

학교를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작성된 부시리스는 당시 수

사학 교사로 활동하던 폴뤼크라테스에 대한 일종의 선전 포고로서, 

편지에는 명시되지 않은 제3의 청중 혹은 독자에게 연설 실력을 과시

하고 교육자로서의 자신을 홍보하려는 이소크라테스의 의도가 엿보인

다.28) 그렇다면 이것으로 이소크라테스의 목표는 충분히 달성되었을

까?

3. 부각 연설에 대한 비판으로서의 부각 연설

파이드로스의 소크라테스는 뤼시아스의 연설을 교정하는 데 만족

하지 못하고 에로스에 대한 자신의 논지를 펼친다. 그는 뤼시아스의 

원래 논지에 동의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한편, 이소크라테스에게도 부

시리스 자체는 “심각한 것도 아니고 고상한 언어를 요구하지도 않는” 

주제이다. 본문에서는 이소크라테스의 관심이 부시리스에 대한 찬사

와 변호가 아니라, 찬사와 변호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를 제시

28) 여러 학자가 이소크라테스의 부각 연설은 그의 학교를 홍보하고 그 안에서 

교육용 자료로 사용된 본보기일 거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파필론

(Papillon)은 그와 같은 관행이 제2 소피스트들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것은 명

백하지만, 이소크라테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Papillon 2001,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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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있음이 거듭 강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드로스의 

소크라테스와는 달리, 이소크라테스는 표면적으로 주제를 부정하거나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른다. 이

소크라테스가 관심을 둔 것은 부각 연설의 올바른 형식뿐인가? 그는 

폴뤼크라테스의 연설에서 기술적인 결함만을 문제 삼는가?

블랭크는 2013년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서 이소크라테스가 표면적으

로는 폴뤼크라테스가 행한 연설의 형식을 문제 삼으며 부시리스를 칭

찬하고 변호했지만, 암묵적으로는 연설의 형식이 아니라 주제 자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부시리스에 대한 찬사와 변호가 이소크

라테스 자신에 의해서도 온전히 성립되기 어려움을 보여 줌으로써 역

설적으로 그 주제의 결함을 드러내려 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블랭

크는 폴뤼크라테스의 부각 연설을 비판하고 그 자신의 시범을 보인 
부시리스를 또 다른 종류의 부각 연설로 취급하는 리빙스톤의 관점

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다. 블랭크가 보기에 이소크라테스가 비판하

는 것은 역설적인 부각 연설 그 자체이므로, 자신이 비판하는 대상과 

같은 방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Blank 2013, 4 n. 9). 

블랭크는 이소크라테스가 부시리스 찬사라는 주제 자체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것을 두 가지 근거로 제시한다. 첫 번째는 이소크라

테스가 자신의 찬사 연설에도 약점이 있음을 인정하고 나아가 부시리

스에 대한 사람들의 통념을 바꾸기가 쉽지 않음을 고백하는 부분에서

다(30-34절). 두 번째는 이소크라테스의 찬사 속에서 그려지는 부시리

스는 당시 아테나이 사람들에게 알려진 부시리스의 모습이 아니라, 

테세우스에 가깝다는 점에서다(Ibid., 25-29).29) 

역설적 연설에 대해 역설적 연설로 비판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블랭

29) 당시 아테나이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부시리스의 모습에 관해서는 각주 6번
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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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의 주장은 과한 측면이 있다. 게다가 블랭크 자신도 인정하다시피, 

리빙스톤은 역설적 연설에 대한 이소크라테스의 비판적인 입장을 간

과하지 않는다(Livingstone 2001, 20-21). 오히려 블랭크는 부시리스에
서 암묵적으로 나타나는 이소크라테스의 역설적 연설에 대한 비판에 

주목하느라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형식적 실험을 축소한다. 칭

찬할 만하지 않은 대상을 그럴듯하게 칭찬함으로써 자신의 연설 능력

을 과시해 보이는 것은 이소크라테스가 부시리스를 통해 수행하는 

것들 중 하나임이 분명해 보인다. 그것은 이소크라테스가 폴뤼크라테

스의 주제 선정에 온전히 호의적이지 않다는 주장과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 다만 이소크라테스가 부시리스를 기술적으로 능숙하게 칭찬하

고 변호하면서도 주제의 역설적인 특성을 완전히 무력화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한다는 블랭크의 지적은 타당하다. 폴뤼크라테스의 역설적 

주제에 대한 이소크라테스의 태도를 더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시리

스의 도입부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글의 초반에 밝힌 이소크라테스의 목적은 폴뤼크라테스의 부시리스 

변호에 대한 비판만이 아니었다. 4절에서 그는 부시리스 변호에 더해 

소크라테스 고발에 대한 비판까지 수행하겠노라 선언했다. 하지만 이

소크라테스는 소크라테스에 대한 비난을 다루지 않았다. 왜 그는 폴

뤼크라테스의 소크라테스 고발에 대한 비판과 자신의 부각 연설을 누

락했을까? 

첫째, 아마도 그는 찬사와 비난이 갖는 거울 관계를 의식하여 찬사 

부분만 제대로 다룬다면 비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보여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30) 둘째, 부시리스가 학생들에게 교

30) 비난 연설은 찬사 연설에서 찬사의 요소들을 비난의 요소들로 대체하는 방

식으로 구성된다(Pernot 2016, 63). 한편, 파이드로스의 소크라테스 역시 사

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로움과 해로움을 주는지 따져

보겠다고 선언했지만, 그가 다룬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받는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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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용 자료로서 읽혔다는 텍스트 밖 맥락을 감안했을 때, 폴뤼크라테

스의 소크라테스 고발에 대한 비평과 올바른 본보기 작성은 학생들에

게 과제로 부여되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다.31) 

세 번째 이유는 부시리스 변호와 소크라테스 고발이라는 폴뤼크라

테스의 역설적 주제에 대한 이소크라테스의 암묵적인 반감에서 찾을 

수 있다. 폴뤼크라테스의 소크라테스 고발 연설에 대해, 이소크라테스

는 소크라테스가 알키비아데스와 같은 제자를 두었다고 기술하는 것 

자체가 그에게 찬사를 보내는 것(egkōmiasai)이라 말한다(5절). 소크라

테스가 뛰어난 인물을 길렀을 만큼 성공한 교육자라고 명시한 셈이라

는 것이다.32) 이후 본문에서는 소크라테스 고발이 명시적으로 다뤄지

지 않지만, 앞서 부시리스를 다룬 방식으로 미루어볼 때, 이소크라테

스는 소크라테스와 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비난 연설을 구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지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즉, 이소크라테스는 소

크라테스에 대한 비난 연설이 아무리 능숙하게 수행될지라도 그 주제

주는 해로움뿐이었다. 대화 상대자인 파이드로스가 왜 사랑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랑받는 사람에게 주는 이로움은 다루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소크라테

스는 한쪽에 대한 비방은 상반된 다른 한쪽에 대한 칭찬으로 볼 수 있으므

로 더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음을 밝힌다(241d-e). 파이드로스의 소크라테

스는 하나의 주제 안에서 상반된 것을 이야기했지만, 같은 원리가 작동한다

고 볼 수 있다.
31) 이소크라테스의 수사학 교육 방식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Johnson 1959, 

28-34; 칭찬하기 어려운 대상을 그럴듯하게 칭찬하는 역설적 찬사 연설처럼, 
비난하기 어려운 대상을 그럴듯하게 비난하는 역설적 비난 연설은 주로 고

대 그리스와 로마의 학교에서 수사학 훈련을 위해 수행되곤 했다(Pernot 
2016, 63-65).

32) 맺음말에서 이소크라테스는 폴뤼크라테스의 연설을 비판하면서 그의 교육자

로서의 자질을 문제 삼는다(47절). 알키비아데스는 소크라테스의 제자이며 

그는 훌륭한 그리스인이라는 이소크라테스의 진술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

면, 소크라테스는 폴뤼크라테스와는 달리 성공한 교육자가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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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설적인 특성이 완전히 무력화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했을 가능성

이 있다는 것이다. 소크라테스 고발에 대한 이소크라테스의 암묵적인 

반감은 주제의 역설적 특성에 따른 한계에 머물지 않는다. 

kai men dē kai touto dēlon, hoti tēs philosophias epikērōs diakei-
menēs kai phthonoumenēs dia tous toioutous tōn logōn eti mallon 
autēn misēsousin.
더군다나 이것은 분명합니다. 철학은 가뜩이나 죽을 위험이 있는 

데다가 원한을 사고 있는데, 이러한 연설들 때문에 한층 더 사람

들이 혐오하리란 사실 말입니다. (부시리스, 49절) 

“이러한 연설들”은 일차적으로 폴뤼크라테스가 행한 연설과 같이 

장르가 요구하는 기능에 부합하지 못하고 설득력을 결여한 연설들로 

볼 수도 있지만, 당시 소피스트들이 행하던 역설적 연설 일반으로 확

대해서 볼 수 있다. 이 문장에는 소크라테스의 죽음이 암시되고 그가 

아테나이 사회에서 얻은 오명에 대한 이소크라테스의 반감이 엿보인

다. 이소크라테스는 폴뤼크라테스를 비롯하여 당시 소피스트들이 행

하던 역설적 연설과 거리를 두고 부각 연설에 있어 올바르고 설득력 

있는 주제 선정에 관해 고려하는 모습을 암묵적으로 내비친다. 그런

데 부시리스에서 소크라테스에 대한 비난 연설은 누락됐을지라도, 

폴뤼크라테스에 대한 비난 연설은 수행되었다. 편지의 틀(frame)이라 

할 수 있는 L¹은 일종의 비난 연설로서 기능한다. 

도입부에서 “호의를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최대한 숨긴 채” 충

고하겠다던 이소크라테스는 폴뤼크라테스의 잘못을 일목요연하게 지

적한 후, 마치 법정에서 공방 중인 상대를 대하듯 그를 비난한다. 폴

뤼크라테스에 대한 이소크라테스의 비난은 부시리스를 칭찬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가 이룬 행위에 초점을 맞춰 이뤄진다. 이소크라테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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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뤼크라테스가 행한 연설이 변호가 아니라 고발에 가까우며, 하지 

않으니만 못한 쓸모없는 것이라 비난함으로써 그의 무능력을 지적한

다. 이어서 그는 폴뤼크라테스의 변호 연설이 변호의 대상뿐 아니라 

그에게 수사학을 배우는 제자들에게도 악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이

러한 주장에는 부각 연설에서 주로 나타나는 과장(auxēsis, Lat. ampli-

catio)이 사용되었다. 폴뤼크라테스가 변호 연설에 실패하더라도 그는 

신화 속 왕이며, 신화에서는 헤라클레스에게 목숨을 잃었으니 폴뤼크

라테스는 부시리스에게 해를 끼칠 수도 화를 살 수도 없다. 비록 폴

뤼크라테스의 수사학 교육이 그의 학생들에게 이로움을 주지 못한다

고 해도, 그들을 “지금 존재하는 사람들 중, 그리고 언젠가 존재했던 

사람들 중 가장 불쌍(athliōtatos...tōn nun ontōn kai tōn pōpote ge-

genēmenōn, 47절)”하다고 말하는 것은 과장된 표현이다. 찬사 연설의 

과장법은 대상의 장점을 확대한다면, 비난 연설의 과장법은 대상의 

단점을 확대한다. 이소크라테스는 폴뤼크라테스의 연설이 미치는 악

영향을 과장하여 서술한 것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소크라테스는 

부시리스가 세운 아이귑토스가 이름난 철학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

을 끼치고 훌륭한 지적 풍토를 가졌다고 서술한 데 반해, 폴뤼크라테

스의 연설은 그의 학생들뿐 아니라 철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이라 말한다. 폴뤼크라테스에 대한 비난이 부시리스에 대한 찬사와 

형식적으로 완벽한 유비 관계를 이루지는 않지만, 적어도 비난 연설

의 요소를 갖추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이소크라테스는 부시리스라는 신화 속 왕에 대해서는 주제의 한계

를 인정하면서도 찬사 연설을 선보였다. 하지만 타계한 지 약 10년이 

흘렀으며 아직 아테나이 사회에 영향력이 남아 있을 소크라테스에 대

해서는 비난 연설을 하지 않고 그 연설을 작성한 폴뤼크라테스에게 

비난의 방향을 바꾸었다. 이처럼 부각 연설의 두 축을 담당하는 칭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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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비난은 L²와 L¹ 이 두 층위를 오가며 고루 수행된다. 부시리스에
서는 연설(말)과 편지(글)에 대한 형식적인 실험이 복합적으로 이뤄지

며, 주제 선정에 있어 논리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가 완전

히 배제되지 않는다.

IV. 맺음말

폴뤼크라테스를 2인칭 단수의 수신자로 설정한 이 작품에서, 이소

크라테스는 함께 있었다면 대화를 통해 이루어졌을 연설에 대한 비평

과 자신의 부각 연설을 편지라는 문자 매체로 선보인다. 이렇게 부
시리스는 폴뤼크라테스에 대한 비판과 충고, 이소크라테스의 부각 

연설이 이중 구조를 이루는 형식적인 실험이다. 이 실험에는 이소크

라테스의 수사학적 고려와 교육적 고려가 동반된다.

일견 부시리스에서 이소크라테스의 관심은 부시리스라는 주제가 

아니라, 찬사와 변호 연설의 기술적 측면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의 관심이 연설의 기술적인 부분에 제한되지 않다는 것은 

주제에 대한 암묵적인 반감을 통해 드러난다. 이소크라테스는 부시리

스의 찬사와 변호를 기술적으로 훌륭하게 해냈음에도 불구하고 주제

에서 오는 한계를 인정하였으며, 소크라테스의 비난 연설 역시 다룰 

것처럼 말했지만 아예 다루지 않았다. 대신 폴뤼크라테스에 대한 비

판 및 충고는 하나의 비난 연설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부시리스 찬사 

및 변호와 맞물려 작동한다. 결과적으로 부각 연설의 두 축을 담당하

는 찬사와 비난 연설은 층위를 넘나들며 고루 수행되는 셈이다.



194 • 수사학 제41집 

참고문헌 

아리스토텔레스([2017]/2019), 수사학(천병희 옮김), 숲.
아폴로도로스(2005), 아폴로도로스 신화집(강대진 옮김), 민음사.
이소크라테스(2017), 그리스 지도자들에게 고함: 이소크라테스의 아홉 

통의 편지(김헌 옮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플라톤(2012), 파이드로스(김주일 옮김), 이제이북스.

Aristoteles(1976), Aristotelis Ars Rhetorica, Kassel, Rudolf(Ed.), Berlin: 
De Gruyter.

Blank, Thomas G.M.(2013), “Isocrates on Paradoxical Discourse: An 
analysis of Helen and Busiris”, Rhetorica: A Journal of the History 
of Rhetoric 31(1), 1-33. 

Carey, Christopher(2007), “Epideictic Oratory”, in A Companion to Greek 
Rhetoric, Oxford: Blackwell Publishing, 236-252.

Ceccarelli, Paola(2013), “Isocrates and the Genre of Epistolary Treatise”, 
in Ancient Greek Letter Writing: a Cultural History 600BC-150BC,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86-292.

Isocrates(1945), Isocrates Vol. III, Van Hook, Larue(Ed. and Tran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Görgemanns, Herwig and Zelzer, Michaela(2006), “Epistle”, in Brill’s New 
Pauly: Antiquity volumes, http://dx.doi.org/10.1163/1574-9347_bnp_ 
e333290 (검색일. 2021.7.20.).

Isocrates(1972), Isocrate Discourse Tome I, Matieu, Georges and 
Brémond, Émile(Eds.), Paris: Les Belles Lettres.

Isocrates(2000), Isocrates I, Mirhady, David and Too, Yun Lee(Trans.),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Johnson, R.(1959), “Isocrates’ Methods of Teaching”, The American 



 찬사와 비난의 이중 구조 • 195

Journal of Philology 80(1), 25-36.
Liddell, Henry George and Scott, Robert(1996), A Greek-English Lexicon, 

Oxford: Clarendon Press.
Livingstone, Niall(2001), A Commentary on Isocrates’s Busiris, Leiden: 

Brill.
Papillon, Terry L.(2001), “Rhetoric, Art, and Myth: Isocrates and Busiris”, 

in The Orator in Action and Theory in Greece and Rome, Leiden: 
Brill, 73-93.

Schmidt, Peter L. and Neumann, Hans(2006), “Letter”, in Brill’s New 
Pauly: Antiquity volumes, http://dx.doi.org/10.1163/1574-9347_bnp_ 
e219990 (검색일: 2021.7.20.).

Sullivan, Robert G(2007), “Classical Epistolary Theory and the Letters of 
Isocrates”, in Letter-Writing Manuals and Instruction: from Antiquity 
to the Present, Columbia: The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7-20.

Pernot, Laurent(2016), Epideictic Rhetoric,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Too, Yun Lee(1995), The Rhetoric of Identity in Isocrates: Text, power, 
pedag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Zimmermann, Bernhard(2006), “Hypothesis”, in Brill’s New Pauly: Antiquity 
volumes, http://dx.doi.org/10.1163/1574-9347_bnp_e520140 (검색일: 
2021.9.08.).



196 • 수사학 제41집 

[Abstract]

The Double Structure of Praise and Blame in Isocrates’ Busiris

Choi, Mi (Seoul National Univ.)

This paper analyzes the double structure of Isocrates’ Busiris. It was written in 
the form of a letter to Polycrates from Isocrates, a teacher of rhetoric at the time. 
After pointing out that Polycrates’ works An Encomium on Busiris and An 
Accusation of Socrates did not meet the requirements of epideictic oratory, Isocrates 
devoted much of the text to his encomium and apology of Busiris. The text 
embodies a double structure in which Isocrates’ epideictic oratory is contained within 
his criticism of and advice to Polycrates. This can be primarily seen as a rhetorical 
attempt by Isocrates to incorporate the epistolary genre and epideictic oratory into 
one text. In addition, considering the public nature of the letter at the time, the 
double structure of Busiris not only had an educational effect on his disciples, but 
also functioned as a promotional material for Isocrates as an educator. Finally, as 
Polycrates' indictment of Socrates is superseded by Isocrates' criticism of Polycrates, 
both praise and blame, which are the two pillars of epideictic oratory, are deployed 
in a complex way through their intersection within the double structure of the letter. 
It differs from the paradoxical speeches of the sophists in that it is based on an 
implicit critique of the subject. 

주제어: 이소크라테스, 부시리스, 폴뤼크라테스, 부각 연설, 역설적 연설

Key Words: Isocrates, Busiris, Polycrates, epideictic oratory, epideixis, 
paradoxical 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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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장(行狀)의 서술원리와 수사(修辭)를 활용한 

서사 쓰기 교육 방안*

- <선비정경부인행장(先妣貞敬夫人行狀)>과 

<조비행장습유록(祖妣行狀拾遺錄)>을 중심으로 -

33)

최선경 (가톨릭대학교)

[국문요약]

이 연구는 한국 전통 글쓰기 양식인 행장을 활용한 서사 쓰기 교육 방안에 

관한 것이다. 필자는 현재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아 정체성의 확립이며, 
자신의 삶의 목표와 의미를 찾도록 하는 교육이라는 인식에서 내러티브 사고 함

양을 목표로 하는 서사 쓰기 교수-학습 방안을 설계해 보았다. 이 모델에서는 

한국 전기문학 양식의 하나인 행장(行狀) 가운데 두 작품(<선비정경부인행장(先
妣貞敬夫人行狀)>, <조비행장습유록(祖妣行狀拾遺錄)>)을 타인에 대한 서사 쓰기

의 전범 텍스트로 선정하여 서술원리와 수사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구성과 표

현 전략으로 활용한 행장 쓰기를 직접 수행해 보게 하였다. 타인의 생애를 서술

하는 행장 쓰기는 내러티브 사고의 함양을 통해 자신을 성찰할 수 있게 하며,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과 인간에 대한 이해 능력을 확장하고, 윤리적·도덕적 판

단력 함양에 기여하는 의의가 있다. 
타인에 대한 서사 쓰기는 글쓰기 교육의 인문적 가치를 제고하는 작업이다. 

그간 대학 글쓰기 교육은 주로 표현력이나 사고력 함양을 목표로 시행되어 왔으

며, 자신에 대한 성찰이나 타자에 대한 이해, 공감 능력의 함양과 같은 인격적 

성숙을 도모하는 측면에서는 소홀함이 있었다. 교양교육으로서의 글쓰기 교육의 

 * 본 연구는 2020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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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가 인문적 가치를 제고하는 데 있음을 고려할 때 자아정체성의 정립, 타자

에 대한 이해와 연대, 인간다운 삶과 바람직한 가치의 실현 등을 고민하게 하는 

서사 쓰기 교육은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하고 의미 있는 글쓰기 교육이 아닌가 생

각된다. 

1. 들어가는 말

이 연구는 한국 고전 전기문학 양식 가운데 하나인 행장(行狀)을 활

용한 서사 쓰기 교육 방안에 관한 것이다. 한국 대학생들은 근래 그 어

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초래된 사회 

시스템의 급격한 변화, 양극화의 심화로 더욱 열악해진 노동시장, 코로

나로 더해진 취업난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성인 진

입기(emerging adulthood)’라 할 수 있는 대학생 시기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삶의 방향성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세우는 중요한 시기이다. 자신

의 정체성, 자신의 존재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는 가운

데 자립의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인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대학생들은 극심한 취업난으로 인해 자신을 돌아보고 미래를 설계할 시

간적, 정서적 여유를 갖지 못한 채 각종 스펙 쌓기에만 내몰려 있다. 이 

연구에서 서사 쓰기 교육에 착목한 것은 이처럼 불안정한 일상 속에서 

방향성을 찾지 못한 채 부유(浮游)하는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

을 성찰하고,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며, 삶의 방향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이라는 인식에서이다. 최근 들어, 사회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도구적 스킬을 훈련하는 교육이 유행하고 있지만 정작 대학생들에

게 필요한 것은 삶의 의미와 방향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기 위해 숙고하도록 이끄는 교육이다. 서사 쓰기 교육은 이를 위

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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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 쓰기 교육을 설계하면서 중요한 목표로 삼은 것은 ‘내러티브 

사고’의 함양이다. 내러티브 사고를 정의한 Bruner(1986)1)에 따르면 

내러티브 사고는 ‘인간의 경험을 구성하고 이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

는 사고 활동’이다. 내러티브 사고에 대한 관심은 이제까지의 교육이 

대개 명제적 지식 위주로 이루어진 데 대한 반성에서 시작되었으며, 

인간의 경험을 조직화하고 이해하며 지식을 구성하는 주요 사고 양식

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박민정 2006, 29). 

최근 들어서는 대학도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학생 개

개인이 삶의 의미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철학자 누스바움(Martha C. Nussbaum)도 

같은 맥락에서 사실적 지식과 논리적 지식의 한계를 언급하며 ‘서사

적 상상력’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자기 

자신이 다른 이의 입장에 있다면 사태가 어떠할지 생각할 줄 아는 능

력, 그 사람의 이야기를 지적으로 읽을 수 있는 능력, 그러한 위치에 

처한 이라면 가질지 모르는 감정, 소망, 욕구를 이해하는 능력”(누스

바움 2014, 161-162)을 대학 교육에서, 특히 인문교양 커리큘럼에서 

반드시 가르쳐야 함을 강조하였다. 타인의 시선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활성화하고 정련하는 교육이야말로 인간다움을 위한 

교육이며, 교양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기 때문이다.

1) 패러다임적 사고(paradigmatic thought)와 내러티브 사고(narrative thought)라는 

두 가지 사고의 대비를 통해 내러티브 사고의 특징을 밝힌 브루너는 패러다

임적 사고를, 논리적 진술문의 구조를 가지며, 인과적 논리를 지니는 논리-
과학적 사고(logical-scientific thinking)로, 내러티브적 사고를, 서술된 이야기 

구조를 가지며, 비논리적이며 서사체인 내러티브적 사고 양식(narrative mode 
of thought)으로 정의하였다(브루너 1985, 1996; 강현석 2020,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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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장(行狀)의 양식적 특성과 서술원리

2.1 행장의 양식적 특성

우리나라에서 타인의 일대기를 기술하는 전기문학 양식은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글쓰기의 전통으로 자리 잡아 왔다. 대표적인 양식으

로는 사마천의 사기 열전에서부터 계승·발전되어 온 전(傳), 고인의 

행실과 업적을 기록한 행장(行狀), 묘비 혹은 묘지에 죽은 인물의 덕

과 업적을 새긴 묘비명(墓碑銘), 묘지명(墓誌銘)이 있다. 이 가운데 전

과 행장을 전장류(傳狀類)로, 묘비명과 묘지명을 비지류(碑誌類)로 구

분하기도 하고, 인물의 생애를 기록한 글이라는 공통점에 근거하여 

비지전장류(碑誌傳狀類)로 통칭하기도 한다. 국문학 분야에서 비지전

장류에 대한 연구는주로 문체적 특성 혹은 전기문학적 성격을 밝히는 

데 집중해 왔으며, 글쓰기 교육의 관점에서는 전과 비지류를 중심으

로 전기 혹은 평전(評傳) 쓰기 교육과의 연계 방안, 현대 글쓰기 교육

에의 시사점이 논의2)된 바 있다. 그러나 쓰기 교육과 관련하여 행장

에 대한 주목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는 행장이 인물에 대한 

2) 선행 연구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물전의 양식과 관련하

여서 장정순(2000)은 동문선 수록 인물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인물에 대

한 보고적 글쓰기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주재우(2004)는 전(傳) 양식에서 전

기 쓰기 교육에 활용할 만한 요소를(공동체적 가치와 관련하여 인물 선정하

기, 객관적 기록과 자료 수집하기, 일화를 통한 내용 생성하기, 인물 평가하

기) 추출하고, 이를 오늘날 전기 쓰기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

였다. 한편, 비지류(碑誌類) 양식과 관련해서는 이영호(2006)가 인물의 생애

를 해석하는 관점의 수립과 효과적인 인물 형상화 기법을 전기 쓰기 교육에 

활용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고, 김태경(2012)은 비지류 산문의 구조화된 내용 

생성 방법, 정제된 표현, 균형적인 서술 태도를 전기 쓰기와 접목하는 방안

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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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실용문적 성격을 지니는 데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행장(行狀)은 망자(亡子)에 대한 기록으로, 자손이나 가까운 친구 등 

고인을 잘 아는 사람이 그의 행실과 업적을 기록한 것이다. 그 기원

은 중국 한대(漢代)로 알려지며, 우리나라에는 고려 말경에 전파되어 

조선 시대에 이르러 일반화된 양식으로 알려져 있다.3) 행장(行狀)에서 

“장(狀)이란 묘사한다[狀者貌也]”는 의미이다. 원래 행장이란 죽은 사

람의 일생을 그대로 묘사하여 조정(朝廷)에서 예관(禮官)이 시호(諡號)

를 정할 때 참고하고, 사관(史官)이 입전(立傳)할 때 채택할 수 있도

록, 혹은 묘지(墓誌), 묘비(墓碑), 묘표(墓表) 등과 같은 류의 글을 요

청하기 위해 작성한 글4)이다(이지양 2011, 32). 

비지전장류로 통칭되기도 하는 행장은, 그러나 전(傳)이나 비지류 

서사와 구분되는 몇 가지 특성을 갖는다. 우선 행장은 역사적이고 공

적(公的)인 기록에 가까운 전과는 달리 사적(私的)인 성격의 기록이다. 

이지양(2011, 34)은 남편이 죽은 아내를 기리며 쓴 행장은 다수이지만, 

남편이 죽은 아내를 입전(立傳)한 글은 단 한 편도 보이지 않는 것이 

전과 행장의 차이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며, 전을 “역사적 기술

의식을 전제”한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문제로 나아가는 기록행위”5)로 

3)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 중국과의 교류 과정에서 행장의 개념이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행장의 제술이 실제 확인되는 시기는 고려말이다. 당시 

학자 이곡(李穀, 1298~1351)의 문집인 가정집(稼亭集)에는 묘지 작성과 관

련하여 행장을 참고자료로 하였다는 기록이 보이며, 그가 직접 제술한 기자

오(奇子敖), 한영(韓永)의 행장 역시 함께 수록되어 있다(안기혁, 2014, 10)”.
4) 按劉勰云 狀者貌也. 禮貌本原取其事實先賢表諡並有行狀. 狀之大者也 漢丞相

倉曹傅朝幹始作楊元伯行狀. 後世因之, 蓋具死者世系名字爵里行治壽年之詳. 
或牒考功太常使議諡, 或牒史館請編錄, 或上作者乞墓誌碑表之類, 皆用之. (徐
師曾 1988, 1476) 

5) 按字書云, 傳者傳也. 紀載事迹, 以傳於後世也. 自漢司馬遷作史記創爲列傳, 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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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이지양 2011, 34). 한편, 묘지(비)문은 일정한 공간(대개는 돌이

나 나무)에 기록되어야 하는,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엄격한 형식의 준

수, 압축적인 기술, 정제된 표현을 위주로 할 것을 요청받는 글이다. 

길이나 형식에 제한이 없어 망자의 삶을 자유롭게 재현하는 행장과는 

이 점에서 구분된다. 조성윤·김승호(2020, 127)는 ‘일상의 구체성’, ‘규

범화된 언술 이전의 진정성의 확장 가능성’을 언급하며, 행장의 특성

을 진정성(眞情性)을 갖추고, 대상의 삶과 공덕, 언행 등을 상세히 기

술하는 것이라 정리하였다.

전이나 비지류 서사와 구분되는 행장의 이와 같은 특성은, 행장이 

인물의 생애를 기록한 비지전장류의 다른 양식보다 오늘날 서사 쓰기 

교육에 더 적합한 지점들을 시사한다. 전(傳)과 달리 행장은 사적(私

的)인 성격의 기록으로, 특별한 공적이나 행적을 드러내지 않은 주위

의 인물도 얼마든지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점, 망자를 잘 아는 인물

이 기술하기 때문에 인물의 삶이나 소소한 일상에 대한 구체적인 재

현이 가능한 점, 전이나 비지류 양식에 비해 길이나 형식 면에서 제

약이 없고 자유롭기에 누구나 쉽게 쓸 수 있으며, 진정성 있게 인물

의 생애를 표현해낼 수 있는 점 등이 그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행장

의 이러한 특성에 착안하여, 한국 고전의 행장을 전범(典範)으로 하는 

서사 쓰기 교육안을 설계해 보았다.

2.2 행장의 서술원리와 수사(修辭)

행장 쓰기 교육을 위해 우선 전통 행장 양식에서, 서사 쓰기에 적

용 가능한 몇 가지 서술원리와 표현 전략을 추출하였다. 타인의 생애

紀一人之始終, 而後世史家卒莫能易嗣是. 山林里巷, 或有隱德而弗彰, 或有細人

而可法則皆爲之作傳, 以傳其事寓其意. (徐師曾 198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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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록하는 글에서는 포폄(褒貶)을 포함한 인물에 대한 해석, 생애의 

서사적 재구성, 인물의 개성적 형상화가 중요하므로 특히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교수-학습안을 마련하였다. 행장의 서술원리와 수사적 

특성 분석을 위해 학습자와 함께 읽을 텍스트로는 행장 가운데 문예

적 우수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는 김만중의 <선비정경부인행장(先

妣貞敬夫人行狀)>6)과 김진규의 <조비행장습유록(祖妣行狀拾遺錄)>7)으

로 정하였다. 

2.2.1. 주관성과 객관성의 조화

<선비정경부인행장(先妣貞敬夫人行狀)>(이하 <행장>)과 <조비행장

습유록(祖妣行狀拾遺錄)>(이하 <습유록>)에서 추출한 행장의 서술원리 

첫 번째는 주관성과 객관성의 조화이다. 앞에서도 기술한 바 있듯 행

장은 조정(朝廷)에서 예관(禮官)이 시호(諡號)를 정할 때 참고하거나, 

사관(史官)이 입전(立傳)할 때 채택하거나 혹은 묘지(墓誌), 묘비(墓碑), 

묘표(墓表) 등과 같은 류의 글을 요청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하는 

글이다. 물론 시호 작성이나 입전 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오로지 망

자의 행적을 기록하려는 의도에서 지은 작품도 있으니 윤씨 부인의 

행장을 포함한, 여성 행장들이 이에 해당한다.8) 그러나 목적이 어떠

6) <선비정경부인행장(先妣貞敬夫人行狀)>은 김만중이 그의 어머니 해평 윤씨

(海平 尹氏, 1617~1689)의 사후 어머니의 죽음을 애도하며 지은 행장이다.
7) <조비행장습유록(祖妣行狀拾遺錄)>은 김만중의 행장에서 누락된 부분을 수

습하여 윤씨 부인의 손자인 김진규가 지은 것이다. 
8) 우리 어머님의 아름다운 말씀과 훌륭한 행실이 점점 묻히고 어두워져 후손

들에게 모범을 보여줄 수 없을까 참으로 걱정하여 이에 감히 슬픔과 아픔을 

억누르고 참으며 손수 언행록(言行錄) 한 통을 기록하여 몇 장의 종이에 나

누어 베껴서 여러 조카에게 남겨 주려고 한다. <행장>
만일 별도의 기록으로 모아두고서 비명(碑銘)으로 부탁할 글로 삼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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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든 가까운 가족 혹은 지인에 의해, 후대에까지 전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작성하는 글이다 보니 망자에 대한 미화나 가공이 행해지기 쉬

웠다. 다음 인용 대목에는 행장류 글의 이런 폐단에 대한 염려가 잘 

드러나 있다.

어머님께서 전에 근대 여러분들의 비문이나 묘지문들을 읽어 보시

고는 부인들의 덕을 크고 지나치게 칭찬한 점이 병통이라 하시면

서“여자의 안방 생활이란 남들이 알 바가 없는데 붓을 잡은 사람

들이 오직 가장(家狀)에만 의거했구나. 그러니 그 말을 더욱 증명

할 수 없구나.” <행장> 

할머님은 평소에 세상 사람들이 부녀자의 덕행을 기록하면서 자손

들이 기록한 글에만 대부분 의지하여 지나치게 찬미한 것으로 신

뢰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탓하셨다고 한다. <습유록> 

가족 행장과 같이 후손이, 고인이 된 집안 어른에 대해 기록하는 

행장의 경우에는 고인에 대한 예우나 가문의 명성에 대한 고려도 객

관적인 서술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그런 까닭에 행장류 산문

에서는 ‘진실성과 역사성이라는 객관적 요소’와 ‘문학성, 정련성(精鍊

性), 비평성이라는 주관적 요소’(이종호 1996, 373) 간의 균형이 중요

한 서술원리로 요구되었다. 퇴계 이황도 일찍이 이런 문제를 간파하

고 “남의 행적을 후세에 전할 때는 모름지기 공허하거나 과장된 말을 

늘어놓아서(虛張誇逞)는 피전자의 참모습을 전할 수 없고, 타당성 여

부를 가리지 않고 오직 찬양만을 일삼으면(惟務讚揚) 후세인들에게 

피전자의 실상을 알리는 데 실패하게 마련”(이종호 1996, 386)이라며 

집안에 보관해 두고서 후손들에게 읽어보고 이야기하도록 한다면 먼저 가신 

이의 뜻을 이행하고 후손들에게 모범이 되게 하는 두 가지 목적이 달성될 

수도 있으리라. <습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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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류 서술에 있어 특히 ‘허장과령’과 ‘유무찬양’을 경계할 것을 당

부하곤 하였다.

김만중이 행장 말미에 “이제 어머님의 덕을 기술하는 글에 있어서 

감히 글자 하나인들 꾸며대지를 못하고 차라리 너무 간략하다는 잘못

이나 없게 하려고 하는 것은 대체로 우리 어머님의 평소의 고상한 뜻

을 좇으려는 것이다.”는 말을 덧붙여 기록의 진실성을 강조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김만중과 김진규는 실제로 행장을 지으면서 윤씨 

부인의 인물됨에 대한 칭송이나 찬양을 길게 늘어놓는 대신 생전의 

언행을 그대로 담백하게 기술하거나, 직접 인용을 하는 방식으로 ‘허

장과령’이나 ‘유무찬양’의 혐의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9) 또한, 고인

에 대한 글쓴이의 평가는 줄이고 타인의 평가를 가져와 옮김으로써10)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는 모두 기록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었다.

9)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진술이 그것이다. ○ 먹기도 가난한 시절에 몇 되 

몇 말의 곡식이나 몇 자의 옷감을 남들과 교환하면서도 부르는 가격대로 바

로 주어버렸으며, 더러 마음에 합당하지 않더라도 감사하게 여기면서 한 차

례도 많고 적은 것으로 다투지를 않으셨다. <습유록, 11조> ○ 큰형님(金鎭

龜)이 전에 호남 관찰사로 임명되어 할머님에게 인사 올리고 떠나시자, 경계

해 주시기를, “너는 모름지기 벼슬살이에 몸을 잘 단속하여 맑은 물처럼 지

내서 너의 집안 세덕(世德)에 부끄럽지 않게 하여라.”라고 하셨다. <습유록, 
17조> ○ 할머님은 성품이 자애롭고 어지셔서 예전에 어린 병아리의 가련함

을 보시고는 마침내 세상을 마치실 때까지 닭고기는 잡수시지 않으셨다. 비
록 화훼나 나무의 조그마한 것조차 한창 봄을 맞아 잎이 나고 꽃이 필 때는 

아이들에게 꺾거나 다치게 하지 말라고 깊이 훈계하셨다. <습유록, 23조>
10)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진술이 그것이다. ○ 어머님은 어려서부터 지혜가 

있고 총명하셔서 한 번만 가르쳐 주면 바로 입으로 따라 하셨으니 옹주께서

는 항상,“아깝구나, 여자가 되다니!”라고 하셨다. <행장> ○ 명성왕후께서 크

게 칭찬하시면서“내가 참으로 인경왕후 본집의 어짊을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잘 처리할 줄이야!”라고 하셨고, 숙종 임금께서 들으시고는 또, “이것은 선

비나 군자(君子)의 행실이로다.”라고 하셨다. <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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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선택과 집중을 통한 통일성과 응집성

행장은 돌이나 나무에 기록되는 비지류 산문이 공간의 한계로 인해 

간엄(簡嚴)한 문체를 위주로 하고, 사전(史傳)이 도입-행적-논찬의 구

성을 따르며, 해섬(該贍)한 것을 위주로 해야 하는 것과는 달리, 형식

적인 제약이 거의 없는 자유로운 양식이다.11) 형식적 엄격성 대신 인

물에 대한 정보를 충분하고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이 우선시 되는 양

식이었다. 그러나 연표처럼 인물의 정보를 그저 나열하기만 하거나, 

인물의 생애를 연대기적으로 기록하는 평면적 기술로는 인물의 삶이

나 특성을 인상적으로 드러내기 어려웠다. 그래서 활용된 것이 유사

한 언사(言辭)와 사건을 합하여 배열하는 ‘촉사비사(屬辭比事)’의 구성 

원리이다. 촉사비사 구성이란 춘추에서부터 전해져 구양수의 비지

서사에까지 수용된 것으로, 일단 시간의 순서에 따라 주요한 사건을 

간략히 말하고 나서, 주요 사건과 관련한 일들을 안배하여 보다 구체

적으로 기술해나가는 방식(이종호 1996, 390)이다. 주로 비지류 서사

에 수용된 이 구성법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망자의 생애를 보다 인상

적이고 입체적으로 전달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김진규의 <습유록>에는 이런 촉사비사의 원리를 응용한 구성이 발

견된다. 김진규는 할머니와 관련하여 수습(收拾)한 여러 일화를 병렬

적으로 나열하는 대신, 특히 강조하고 싶은 할머님의 자질이나 품성

과 관련된 일화들을, 비슷한 것끼리 엮어서 제시하였다. 김진규는 <습

유록> 말미에 주를 달아 일반적인“행장의 체제와는 다르기 때문에 조

목을 줄여서 별도로 적어 두며 간략하게 종류가 비슷한 것끼리 모아 

11) 김창협은 “비지와 사전은 그 문체가 대략 같다. 그러나 사전은 해섬(該贍)함
을 위주로 하는 반면에 비지의 경우는 오로지 간엄(簡嚴)한 것을 위주로 한

다.”며 두 양식의 문체적 특징을 비교하여 나타냈다. 김창협, ｢잡식(雜識｣ 외
편(外篇), 농암집(農巖集) 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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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아 읽어보기에 편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글쓴이가 단지 망

자에 대한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행장을 지은 것이 아니라 독자를 

고려하면서 망자의 인물됨을 더 입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구성과 

짜임을 고민했음을 의미한다. 김진규의 <습유록>은 전체 35개 조목으

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윤씨 부인의 생애를 시간순으

로 좇으면서도 후세에 전하고자 하는 모범이 되는 행실이나 성품과 

관련된 일화는 비슷한 것끼리 나란히 배치해 두었다. 예를 들면, 윤씨 

부인의 효성스럽고, 총명하며, 이치에 밝은 자질(1~6조), 손자녀의 교

육에 엄격하면서도 자애로운 모습(7~15조), 한평생에 걸친 청렴의 실

천(16~18조),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던 노년의 삶(20~22조), 생명 사

랑과 인간 존중의 품성(23~24조), 검소한 생활 습관(25~31조)이 그것

이다. 이처럼 유사한 일화들을 가까이 배치함으로써 고인의 인물상을 

더 통일되고 응집성 있게 표현해내는 전략을 취하였다.

2.2.3. 일화의 제시를 통한 인물상의 창조 

행장은 망자에 대한 글쓴이의 기억과 지인들의 전언을 자료로 하여 

작성된다. 그러나 망자에 대한 기억이나 전언을 모두 기록할 수는 없

기에 필연적으로 망자의 삶에 대한 해석과 의미 부여 작업이 수반된

다. 글쓴이는 이를 통해 고인의 삶을 재구성하고 후세에 전할 인물상

을 창조해낸다. 행장에 기록되는 고인의 삶이란 결국 글쓴이의 시각

과 관점에 의해 재현되고 재구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능숙한 필자는 망자의 삶의 지향, 소환된 망자에 대한 기억과 이미지

를 초점화하는 방식을 통해 망자의 생애를 성공적으로 재현해낸다. 묘

지명의 상투적 글쓰기 방식에서 벗어나 누나와의 기억 속 단 한 장면을 

묘사하는 것으로 묘지명의 최고 수작으로 꼽히는 연암 박지원의 <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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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정부인박씨묘지명(伯姉贈貞夫人朴氏墓誌銘)>12)이 그 단적인 예이다. 

이 작품은 판에 박힌 체재, 상투적인 문장, 식상한 비유를 과감하게 던

져버리고 기억 속 누나와의 단 한 장면을 묘사하는 것으로 뛰어난 문학

적 성취를 거두었다. 망자와 함께했던 어느 순간, 망자와의 소소한 일상 

속 한 장면에 대한 묘사가 미사여구를 동원한 장황한 서술보다 망자의 

인물됨을 더 선명하게 각인시키며 독자에게 큰 울림을 준다. 이는 비단 

행장뿐 아니라 비지전장류 양식 모두에 해당하는 서술원리이다.

김만중의 <행장>과 김진규의 <습유록>에는 윤씨 부인의 성품과 부덕

을 보여주는 여러 일화가 제시되어 있다. 글쓴이는 윤씨 부인과 관련된 

일화를, 극적으로 장면화하거나 윤씨 부인의 음성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인물상을 생동감 있게 형상화해 냈다. 이러한 인물상의 창조

는 진부한 문구를 사용한 칭송이나 죽은 비유보다 인물의 면모를 더 선

명하게 부각시키며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방법이다. 뿐만 아니라 실상

과 다른 과장이나 왜곡이라는 혐의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어 진실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도 유용한 표현 전략이다. 다음은 <행장>과 <습유

록>에서 윤씨 부인의 면모가 개성적으로 드러난 대목이다.

(가) 항상 하시는 말씀에,“너희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되지 않는

다. 뒷날에 재주와 학문이 남보다는 반드시 한 등급을 넘어야 한

다. 그래야 겨우 일반 사람의 대열에 낄 수가 있다. 사람들이 행실

이 없는 사람을 욕하면서‘과부의 자식’이라고 꼭 말하는데, 이 말

12) 아아! 누님이 시집가던 날 새벽 얼굴을 단장하시던 일이 어제 일만 같구나. 
나는 그때 막 여덟 살이었는데 벌렁 드러누워 발버둥을 치다가 새신랑의 말

투를 흉내 내 더듬으며 점잖을 빼 말을 하니, 누님은 그 말에 부끄러워하다 

그만 빗을 내 이마에 맞추었다. 나는 성이나 울면서 먹을 분통에 섞고 침으

로 거울을 더럽혔다. 그러자 누님은 옥오리 금별 따위의 노리개를 꺼내주면

서 나를 달래 울음을 멈추게 했다. 지금으로부터 스물여덟 해 전의 일이다. 
<백자증정부인박씨묘지명(伯姉贈貞夫人朴氏墓誌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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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너희들은 의당 뼈에 새겨두어야 한다.”라고 하셨다. 불초 형제

들에게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몸소 회초리를 잡아 때리고 울면서 

말씀하시기를,“너희 아버지가 너희 형제를 나에게 맡기시고 돌아

가셨다. 너희들이 지금 이와 같은 짓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지하

에 가서 네 아버지 얼굴을 대면하겠느냐? 제때에 배우지 않고 사

는 것은 빨리 죽는 것보다 못하다.”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말씀이 

애통하고 간절함은 이와 같았다. <행장> 

(나) 할머니의 외숙(外叔)인 홍지추(洪知樞)께서 찾아오셔서 우연하

게 고을 사람 중에 성씨가 목(木)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점에 대하

여 우리 아버님을 돌아보시면서“옛날에는 그런 성이 있었나, 없었

나?”라고 물으시자 아버님이 대답하시기를,“『문선(文選)』이라는 

책의 해부(海賦)는 바로 목현허(木玄虛)라는 사람이 지은 것인데 

이밖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셨다. 할머니께서 웃으시면서,
“원(元)나라 태조(太祖)의 공신(功臣)에 목화려(木華黎)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러한 것은 되놈의 세 글자 이름이지 성이 아닙니다.”라
고 하셨다. 홍공(洪公)이 탄식하기를,“요즘 세상에 글을 읽은 남자

라도 목화려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드문데 더구나 

성씨가 되고 이름자가 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하

셨다. <습유록>

(가)는 행장에, (나)는 습유록에 실린 일화로 윤씨 부인의 인물됨과 

부덕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삽화들이다. (가)에는 과부의 자식이라는 

세인들의 편견에 맞서기 위해 자식들을 엄하게 가르치며 학업을 독려

했던 윤씨 부인의 목소리가 드러나 있으며, (나)에는 박람(博覽)한 남

자들도 알지 못하는 역사적 사건과 인물에 대한 정보까지 세세하게 

기억하는 윤씨 부인의 해박한 식견이 인물 간의 대화 장면을 통해 생

생하게 전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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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장을 활용한 서사 쓰기 교육의 실제

2장에서 살펴본 행장의 양식적 특성과 서술원리를 바탕으로 타인에 

대한 서사 쓰기 교육 방안을 다음과 같이 설계, 적용하였다. 단계별 

교수-학습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1 쓰기 전 

3.1.1. 서사 쓰기 교육의 목표와 내러티브 사고에 대한 설명

쓰기 전 단계에서는 타인의 생애를 기록하는 서사 쓰기 교육의 목

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전달하였다. 행장 쓰기의 목표가 타인의 

경험을 재구성하고 이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내러티브 사고의 함양

에 있음을 주지시켰다. 그리고 내러티브 사고의 함양이 왜 필요한지, 

패러다임 사고와 구분되는 내러티브 사고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간략

하게 설명하였다. 서사 쓰기의 결과물보다 글쓰기 과정 중 타인을 이

해하고, 인간의 경험과 삶의 의미를 해석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과정 

단  계 내   용

쓰기 전
서사 쓰기 교육의 목표와 내러티브 사고에 대한 설명

전기문학으로서 행장과 습유록에 대한 이해

쓰기 준비

인물 선정

자료 조사 및 인터뷰 준비

인터뷰 진행

인터뷰 내용 정리 

글쓰기 인물에 대한 행장 쓰기

마무리 발표 및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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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경험과 활동에 더 방점이 있음을 이해시켰다. 

3.1.2. 전기문학으로서 행장과 습유록에 대한 이해 

서사 쓰기의 전범이 되는 고전 행장 양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전기문학으로서 행장의 특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후 행장의 대표 

작품으로, 김만중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기리며 지은 <선비정경부인행

장(先妣貞敬夫人行狀)>13)과 손자 김진규가 김만중의 행장을 보완하여 

지은 <조비행장습유록(祖妣行狀拾遺錄)>을 함께 읽으며 행장의 양식

적 특징과 서술원리, 수사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글쓴이가 인물의 개

성을 드러내는 방식의 차이, 두 작품의 구성과 표현의 공통점과 차이

점도 비교 분석하며 행장 글쓰기에 익숙해지도록 하였다. 

3.2. 쓰기 준비 

3.2.1. 인물 선정

쓰기 준비 단계에서는 먼저 생애를 탐구하고 싶은 인물을 한 명 선

정하게 하였다. 행장은 자손이나 가까운 친구 등 고인을 잘 아는 사

람이 작성하는 글이므로 가능하면 가까이에서 관찰하거나 인물에 대

13) 김만중의 어머니 해평 윤씨는 14세에 김익겸과 혼인하였으나 김익겸이 정축

호란 때 강화도에서 분신자결한 후 홀로 만기, 만중 두 형제를 길렀다. 한평

생 오직 자식을 훌륭하게 기르는 데 헌신하였고, 두 아들을 대제학으로 키

워냈다. 하지만 자손들이 정쟁에 휘말리면서 말년에는, 큰아들 만기가 별세

하고, 둘째 아들 만중이 남해 절도에, 손자 진규가 거제도에 귀양을 가는 아

픔을 겪었다. 김만중은 윤씨 부인 사후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죄송한 마

음을 담아 정경부인 해평 윤씨 행장을 지었으며, 김진규는 김만중의 권유로 

행장에서 누락한 부분을 보충한 태부인 행장 습유록을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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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보를 얻기 쉬운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 가운데 한 분을 선정하도

록 권유하였다. 본래 행장은 망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현존하는 인물

에 대한 행장도 존재하며, 행장 쓰기 수행의 목적이 내러티브 사고의 

훈련과 함양에 있으므로 망자가 아니어도 무방함을 전제하였다. 또한 

전(傳)과 달리 역사적이고 공적인 의식에서 지어지는 글이 아니므로, 

인물의 덕행이 두드러지거나 생애가 극적이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대

상으로 선정 가능함을 일러주었다.

3.2.2. 자료 조사 및 인터뷰 준비

대상 인물이 선정된 후에는 인물과 관련된 정보 수집을 위해 인물

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게 하였다. 대상이 고인인 경우에는 고인에 대

해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을 인터뷰하도록 하였다.14) 인물에 대한 관

찰, 함께한 경험, 지인들의 전언들을 통한 자료 수집도 가능하지만, 

인물의 서사를 직접 듣는 과정도 내러티브 사고 훈련에서는 매우 중

요하므로 직접 하는 인터뷰 활동을 포함하였다. 인터뷰를 진행하기에 

앞서 인물의 생애 중 어떤 부분을 초점화할 것인지를 정하고, 그에 

합당한 질문 리스트를 준비하게 하였다. 질문은 인물에 대한 사전 정

보를 바탕으로 열린 질문과 닫힌 질문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였으

며 일반적인 질문보다는 인물의 특성이 최대한 입체적으로 부각될 수 

있도록 질문을 구체화, 예각화 하도록 지도하였다. 예컨대 유년기~현

재까지의 모든 시기에 걸친 질문이나 구심점이 없는 산발적 질문을 

던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분명한 문제의식을 견지한 채 통일성 

있게 질문해야 함을 지도하였다. 

14) 예를 들어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행장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할머니 혹은 아

버지나 고모를 인터뷰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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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인터뷰 진행

인터뷰는, 대면 인터뷰를 권장하였으나 팬데믹(pandemic) 상황을 고

려하여 비대면(서면, 전화, 온라인 화상회의 등)으로 진행하는 것도 

허용하였다. 인터뷰 진행은 준비한 질문을 중심으로 하되 인터뷰이

(interviewee)의 동의를 구한 후에 녹음 혹은 녹화를 하여 추후 인터뷰 

내용을 정리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3.2.4. 인터뷰 후 정리

인터뷰 후에는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면서 인물의 생애를 재구성해 

보고 인물의 어떤 면모를 부각하여 형상화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하였

다. 인물의 생애 혹은 특성 가운데 어떤 부분을 초점화할 것인지는 

글쓴이의 해석과 의미 부여에 달려 있지만, 인물과의 인터뷰 시 수집

한 인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도 잊지 않도록 하였다. “내러티브의 

구성은 사건에 대한 정보를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이해하는 데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들을 선정하고 현재의 관심과 

동기에 따라 과거의 경험을 해석하고 재해석하면서 의미를 생성하는 

인식 과정”이며 “사건들 간에 존재하는 관련성과 그 속에서 드러나는 

의미를 구성”(박민정 2006, 37)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은 이야기를 

하는 화자나 화자의 이야기를 또다른 서사로 재구성하는 글쓴이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얻게 된 정보나 지식을 상

대방의 관점에서 듣고, 이를 다시 자신의 관점에서 목적에 맞게 재구

성하는 일련의 과정은 “특정 지식 수용에 있어서의 자기 조정”, “지식

의 재구성”, “새로운 의미 생산”(정종진 2013, 195)이 이루어지는 중요

한 과정임을 주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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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만일 추가 서사가 필요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 2차 인터뷰를 진행하게 하였다. 인터뷰 내용 중 인물에

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건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

료 조사를 통해 사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였다.

3.3. 인물에 대한 행장 쓰기

쓰기 단계에서는 인터뷰 정리 내용을 토대로, 앞서 분석한 행장의 

서술원리와 구성, 표현 전략을 적용하여 인물에 대한 행장을 작성하

게 하였다. 행장 글쓰기에서는, 객관성과 주관성의 조화를 통한 공정

성의 확보가 중요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연대기식 구성이나 사건

들의 나열식 구성보다는 생애의 특성을 응집성 있게 보여주는 초점화

된 구성이 적합하다는 점, 서술식 설명보다는 인물의 개성을 압축적

으로 보여주는 일화의 제시를 통한 형상화, 인물상의 창조가 효과적

이라는 점을 다시금 주지시켰다. 아울러 인물에 대한 글쓴이의 목소

리와 인터뷰 중 듣게 된 인물의 목소리 간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함도 

강조하였다. 

3.4. 마무리 및 피드백

마무리 및 피드백 단계에서는 각자의 글쓰기 과정을 돌아보면서 행

장 쓰기 과정을 통해 느낀 점을 성찰해보게 하였다. 그리고 발표와 

피드백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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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장을 활용한 서사 쓰기 교육의 의의

3장의 교수-학습 방안을 적용한 행장 쓰기 교육의 의의는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행장 쓰기를 통해 학습자는 자신을 성찰할 수 있다. 서술의 

주체인 학습자는 대상 인물의 삶을 관찰하고, 서사로 재구성하는 과

정에서 타인의 삶을 들여다보는 동시에 자신의 삶도 돌아보게 된다. 

인물의 삶의 방식이나 태도를 보며, 삶의 교훈과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는 인물에 대한 관찰, 인터뷰, 서사 쓰기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 

중에 대상 인물과의 공감과 교감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다시 자신에 

대한 성찰로 이어지게 된 까닭이다. 플랙(Flack 1992, 1-4)은 전기(傳

記)의 교육적 의의로 성찰(reflection)을 들며, 전기에서 이루어지는 성

찰을 인물과의 동일시(identification), 영감(inspiration), 깨달음

(illumination)으로 제시한 바 있다. 다시 말해 타자의 삶의 태도와 의

미를 해석하면서 자신의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를 계획하게 된다는 것

이다. 이는 할아버지의 6.25 경험을 중심으로 행장 쓰기를 수행한 학

습자의 다음과 같은 후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저는 제 할아버지의 생애를 서사로 풀어나갔습니다. 타인의 삶을 

서술하는 건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할아버지의 

경험에 공감할 수 있었고 현재와는 다른 당시 사회의 분위기와 당

시에 통용되던 관습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아버

지는 그렇게 행동하셨을까?’, ‘나라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저를 성찰하기도 하였습니다. 행장 쓰기는 

할아버지의 삶을 통해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었으며 제 가치관에도 

큰 변화를 가져다준 경험이었습니다. <학생 후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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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행장 쓰기는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길러주며, 나아가 인간

과 사회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다. 타인에 대한 서사 쓰기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이루어지는 인물에 대한 관찰, 인터뷰를 통한 대

화, 이를 바탕으로 한 해석과 의미 부여 과정은 타자에 대한 공감 능

력, 더 나아가 인간과 삶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켜 준다. 왜냐하면, 이 

과정은 타자가 되어 그 인물의 삶을 온전히 경험하는 시간이기 때문

이다. 학습자는 서사 쓰기를 통해 한 개인의 삶이 고난과 역경의 극

복 과정이며,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국가, 사회, 경제 등등에서 비

롯된 외적 조건에 쉬이 영향을 받으며, 개인의 선택과 판단에 따라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경험하게 된다. 이는 대상 인물 나아가 

인간 전체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혀주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저는 엄마의 삶을 들여다보며 한 여성이 태어나면서 겪는 차별과 

결혼과 출산으로 변화되는 것들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는 비단 개인의 일이 아닌 우리 사회 대부분의 여성이 겪는 일이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성의 경력단절과 강요되는 모성애는 

여전하니까요. 모성애가 생기면 자기애가 사라져야 하는 걸까요? 
이걸 당연시하는 사회 속에서 여성들이 얼마나 숨통이 조이듯 힘

들게 살아왔을지 공감할 수 있었고 이를 견뎌낸 엄마를 비롯한 모

든 어머니의 삶에 박수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학생 후기 중>

셋째, 행장 쓰기를 통해 학습자는 윤리적, 도덕적 판단능력을 함양

할 수 있다. 타인에 대한 서사 쓰기는 대상 인물과의 진정한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다. “타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해석하며 또한 타인에

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을 ‘목소리’로 규정한 길리건은 다

양한 목소리에 민감성을 갖는 것이 정신 발달은 물론 도덕성 발달에

도 중요한 영향을 끼침을 지적한 바 있다(Brown & Gilligan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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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즉 인물의 삶에 공감하고, 인물의 생애를 통해 얻은 교훈과 깨

달음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윤리적(ethos) 주체성(narrative integrity of life) 형성” 및 “내러티브 자

아 정체성” 발달에 도움이 된다(강현석 2020, 226). 타인의 삶 안으로 

들어가서 인물이 처했던 상황, 당시의 현실, 그에 대한 대응과 극복의 

여정을 살아보는 과정은 윤리적 판단과 실천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계

기가 된다. 그래서 타인에 대한 서사 쓰기는 결국 ‘타인에게 기억될 

만한 삶이란 어떤 삶인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좋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남기며 학습자 스스로가 추구해야 할 삶의 가치와 방향

에 대해 숙고하게 한다. 

5. 맺음말

이 연구는 한국 전통 글쓰기 양식을 활용한 서사 쓰기 교육 방안에 

관한 것이다. 필자는 현재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아 정체성의 

확립이며, 자신의 삶의 목표와 의미를 찾도록 하는 교육이라는 인식

에서 내러티브 사고 함양을 목표로 하는 서사 쓰기 교수-학습 방안을 

설계해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 전기문학 양식의 하나인 행장(行

狀) 가운데 두 작품 (<선비정경부인행장(先妣貞敬夫人行狀)>, <조비행

장습유록(祖妣行狀拾遺錄)>)을 타인에 대한 서사 쓰기 교육의 전범으

로 정하고 그 서술원리와 수사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서술

원리와 구성, 표현의 전략을 적용한 행장 쓰기를 직접 수행해 보게 

하였다. 한 개인의 삶을 들여다보고 재구성하는 행장 쓰기는 내러티

브 사고의 함양을 통해 자신을 성찰할 수 있게 하며, 타인에 대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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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능력과 인간에 대한 이해 능력을 확장하고, 윤리적·도덕적 판단력 

함양에 기여하는 의의를 지닌다. 

타인에 대한 서사 쓰기는 글쓰기 교육의 인문적 가치를 제고하는 

작업이다. 그간 대학 글쓰기 교육은 주로 표현력이나 사고력 함양을 

목표로 시행되었으며, 자신에 대한 성찰이나 타자에 대한 이해, 공감 

능력의 함양과 같은 인격적 성숙을 도모하는 측면에서는 소홀함이 있

었다. 교양교육으로서의 글쓰기 교육의 의의가 인문적 가치를 제고하

는 데 있음을 고려할 때 자아정체성의 정립, 타자에 대한 공감과 연

대, 인간다운 삶과 바람직한 가치의 실현을 고민하게 하는 서사 쓰기 

교육은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하고 의미 있는 글쓰기 교육이 아닌가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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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method of teaching narrative writing using the narrative 

principle and the rhetoric of Haengjang(行狀)
- Focused on <Seonbijeonggyeongbuin Haengjang(先妣貞敬夫人行狀)> 

and <Jobi Haengjang Supyurok(祖妣行狀拾遺錄)>

Choi, Seonkyung (The Catholic Univ. of Korea)

This paper is about an educational method for narrative writing using the 
traditional writing mode of Korea. This paper is designed for a narrative writing 
teaching-learning model that aims to cultivate narrative thinking in the perception 
that the current college students need the establishment of self-identity and education 
to find the goals and meanings of their lives. In this model, two works <先妣貞敬

夫人行狀> and <祖妣行狀拾遺錄> amidst Haengjang, one of the Korean biography 
writing, were selected as examples of writing narratives about others and analyze the 
principles of the narrative and the features of rhetorics. Also, they were asked to 
perform the Haengjang writing, applying the narrative principle and strategy of 
composition and expression. The Haengjang writing that narrates the lives of others 
enables students to reflect on themselves through the cultivation of narrative thinking, 
expand the ability to empathize with others, and contribute to the cultivation of 
ethical and moral judgment. 

Writing narratives about others is the work of raising the humanistic value of 
writing education. In the meantime, university writing education mainly aims to 
improve expression and thinking skills while lacking personality maturities, such as 
introspection, understanding of the other person, and developing empathy skills. As 
the significance of writing education as a liberal arts education is to enhance 
humanistic values, narrative writing education that enables us to estab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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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identity, to solidify with others, and to think about what is human life and what 
are desirable values, is a necessary and meaningful writing education in our time. 

주제어: 대학 글쓰기, 서사 쓰기, 글쓰기 교육 방안, 내러티브 사고, 행장

Key Words: college writing, narrative writing, method of writing education, 
narrative thinking, Haengjang(行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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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유 관점에서 본 정치권 막말

- 문화적 환경과의 부조화를 중심으로 -

허만섭 (국민대학교)

[국문요약]

이 연구는, ‘남유(catachresis)’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정치 발언이 

막말로 지각되는 양상을 탐구한다. 분석결과, 대학생 수용자 220명이 막말로 

인지한 정치 발언들은 △남용된 은유, △오용된 일반어, △오용된 통속어, △
비속어 형식으로 나타난다. ‘격이 낮은 통속어·비속어만 없으면 막말이 아니다’
라는 일부 고정관념과 달리, 정치권 막말의 대부분은 은유 혹은 일반어였다. 특
히, ‘너무 나간 은유’는 막말 문제의 중심이었다. 정치인들은 ‘막말로 들리는 은

유’와 ‘정상적 은유’ 사이의 경계를 자주 식별하지 못했다. 인식된 막말들은 내

용상으로 △집단 비하(예: 광주는 제사에 매달리는 도시), △개인 모욕(예: 내
곡동 땅 거짓말하는 후보, 쓰레기 아닙니까?), △규범 훼손(예: 소유가 늘면 행

복해지죠. 아내도 한 명보다 두 명이 낫죠?), △사회언어적 맥락 이탈(예: 1980
년 휴교하고 이랬던 무슨 사태)로 설명된다. 대학생들은 특정 정치 발언을 막

말로 지각할 때 실망, 혐오, 분노, 냉소 순으로 부정적 감정을 경험했다. 이 연

구는 “정치 발언이 ‘기본적 가치, 규범, 사회언어적 맥락 등 문화적 환경’과 부

조화하면 수용자가 어색함과 반감을 느껴 막말로 인식한다”라는 점을 제시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치 발언 내 일부 내용이 문화적 환경에 부합하지 않더라

도 발언 전체는 막말로 인식될 수 있다. 수용자는 막말의 부자연스러움을 각성

하고 가치·규범 일탈의 경중에 따라 반감의 강도를 형성한다. 이러한 인식과 

감정의 융합을 통해 막말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조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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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30일 225-2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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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나오는 대로 함부로 하거나 속되게 말함’1)이라는 뜻의 막말은 한국 

정치에서 자주 쟁점이 돼왔다(백승주 2017, 31). 사회를 분열시키는 악

의적이고 독기 어린 말은 어떤 나라에서든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의 황폐

화를 이끈다(Coulter 2002, 32). 그러나 소셜미디어에서 당파적이고 공격

적인 표현들이 횡행하는 시대의 흐름 탓인지 적지 않은 정치인은 야수

성에 영합하는 언어로 인기를 누리려고 하며(Baines, O’Shaughnessy, & 

Snow 2019, 25), 한국도 이러한 흐름에서 예외는 아니다. 

이와 관련해 이 연구는 주로 남유(catachresis)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정치권 막말의 형식, 내용, 수용자에 의해 인식되는 과정을 

탐구한다. ‘남용된 은유’ 혹은 ‘오용된 말’을 지칭하는 남유 개념은 

‘왜 말이 선을 넘은 표현으로 지각되는가?’라는 의문을 학술적으로 규

명하는 데 적합하다(Parker 1990, 60). 국내 선행연구가 막말을 저급한 

‘비속어’, ‘통속어’ 차원에서 주로 다뤄온 것과 달리, 이 연구의 논의

는 정치권 막말을 ‘은유’와 ‘일반어’ 영역으로 확장해 종합적으로 조

망한다. 논란이 되는 정치인들의 막말 중엔 은유 형식을 띠는 말이 

심심치 않게 발견되므로, 막말은 남유의 이론적 체계에 의해 잘 설명

될 수 있다.

거의 모든 은유는 과장된 시각적 이미지를 수반한다. 이러한 과장

으로 인해 어떤 정치적 은유는 수용자의 감탄을 유도하지만 다른 어

떤 은유는 막말 혹은 너무 나간 말로 취급된다(김원회 2020, 40; 김종

수 2018, 95; 배승호 2001, 261; Beasley 2010, 7; Ludlow 1991, 383; 

Newman 2002, 8; O’Gorman 2005, 16).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

가?’라는 물음에 관해 지금까지 만족스러운 설명이 별로 없었다. 이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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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문헌 검토 및 정치권 막말 논란에 대한 대학생 수용자 반응 

분석을 토대로 이 문제에 관해 일정 정도 해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부 정치인은 작심하고 막말을 하기도 하지만, 대다수는 자기 발

언이 미디어와 공중에 의해 막말로 인식되기를 기대하면서 말하진 않

는다. 대개, 막말은 화자(話者)가 ‘문제가 없는 표현’이라고 판단해 내

뱉은 발언이 예상과 달리 부적절한 말로 평가되는 상황에 해당한다

(이상훈 2020, 120). 메시지의 생산자와 다수 수용자 간에 해석상의 

부정합(mismatch)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치인들조차 ‘막말’

과 ‘막말이 아닌 말’을 가끔 구분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

이 제기되기도 한다. 반면, 어떤 정치 발언은 표현이 다소 거칠기는 

해도 사회적 비난을 받을 정도가 아니지만, 막말로 매도되기도 한다. 

유력자에 대한 건전한 비판에 막말 프레임을 씌워 비평의 자유를 제

한하려는 모습은 큰 선거가 있는 기간에 자주 목격된다(손현성 2019). 

이런 점을 고려해 이 연구는 문헌 검토와 실증적 분석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는 막말의 경계 혹은 기준을 알아보고자 한다. 막말

이 정치 소통을 가로막는 큰 악재가 되는 현실에 비춰볼 때, 이러한 

시도는 문헌 기여도나 실무적 효용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문헌 검토

1) 정치권 막말의 실태와 배경

정치인의 막말 논란은 지난 30여 년간 지속해 사회 문제가 되어왔

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1990년 1월 1

일부터 2021년 5월 22일까지 국내 54개 매체는 “정치”와 “막말”을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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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어로 둔 2만2900건의 기사를 보도했다(그림 1). 1990년부터 간헐적

으로 이어져 온 정치권 막말 관련 보도는 총선을 앞둔 2004년 3월 26

일 “60세 이상은 곧 무대에서 퇴장하실 분들…투표하지 않고 집에서 

쉬어도 된다”라는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의 발언으로 증가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언론이 정치인의 도를 넘은 발언을 막말로 틀 짓는 경

향이 나타나면서(한설희 2019), <그림 1>에서 보이듯이, 이후 정치권 

막말 보도량은 우상향한다. 특히, 대통령선거, 총선, 지방선거 같은 큰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막말 보도량은 급등하는 패턴을 보인다. 

2021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도 “후궁 비유에 시민 비

하까지…다시 도진 선거 막말 리스크”(연합뉴스), “거세지는 여야 막

말 공방”(YTN), “역풍도 불사한 여야의 막말 선거전”(시사저널) 등 막

말은 예외 없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의 2011년 

[그림 1] 빅카인즈로 분석한 ‘정치권 막말’ 보도량(1990년 1월~2021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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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에서, 국회의원 대다수(92%)는 정치권 막말에 대해 “문제가 

있거나 아주 심각하다”라고 답했다. 이제 막말은 한국 정치의 성격을 

구성하는 하나의 어두운 장르로 인식되기도 한다. 

막말이 자주 쟁점이 되면서 2019년 주요 정당은 ‘막말을 한 전력’을 

공천 부적격 기준에 포함했다(박준호·유자비 2019). 막말을 거부하는 

대중의 감수성은 민감해졌고 정치 언어의 품격에 대한 사회적 표준도 

높아졌다(이상훈 2020, 130). 그런데도 막말 논란이 증가하는 이유로는 

막말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려운 점, 막말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정치

인의 현실적 욕구가 강한 점이 거론된다(박범종 2013, 25). 나아가, 막말

은 “많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서 욕설처럼 사회적 지탄 

대상이 잘 안 되는 경계면적인 언어표현”이고 상소리와는 인지적 거리

를 두고 있어 사용상의 부담도 덜하다(김희숙 2013, 10).

막말 증가는 소셜미디어 어법에서 영향을 받은 측면도 있다. SNS에

선 격이 낮지만, 친밀성, 일상성, 압축성을 가진 통속어(친밀한 관계에

서 통속적으로 쓰는 말)가 유행한다(백승주 2017, 31). 과거엔 “국수주

의”라고 말하던 것을 지금은 페이스북 계정에 “국뽕”이라고 쓰는 것

이다. 이러한 대중적 문체를 닮아가면서, 정치인의 언어는 구어체적이

고 공격적이고 직설적인 표현으로 변하고 있다고 한다(Lim 2002, 

328). 이제 막말은 대체로 통속어, 비속어(상대를 낮추면서 사용하는 

거칠고 상스러운 말), 일반어(일반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말, 보통어), 그리고 은유의 형태를 띠는 것으로 알려진다(김희숙 

2013, 7; 박범종 2013, 25; 백승주 2017, 31; 이상훈 2020, 120).

막말은 상대방을 적대하면서 그에게 실질적 타격을 주려는 언어폭력

(verbal aggressiveness)으로 비치기도 한다. 언어폭력은 커뮤니케이션 쟁

점에 관한 상대의 의견이 아니라 그의 자아개념(self-concepts)을 공격한

다(Infante & Wigley 1986, 61). 이것은 적대감(hostility), 적극적 자기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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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rtiveness), 그리고 논쟁을 마다하지 않는 성격(argumentativeness)과 

연관되며, 상대의 인격 등을 모욕해 당혹, 분노, 흥분, 자존감 손상을 일

으킨다(오미영 2008, 55; Infante & Wigley 1986, 61). 

이념적 대립이 심한 한국 정치에선 언어폭력 성격의 막말이 자주 

표출돼온 듯하다(임혁백 2008, 6). 진보·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정당들

은 모두 정파적 관점에서 상대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성을 보여왔다

(강주현·이인옥 2014, 5; 송인덕 2014, 222). 정치인들은 상대 정파를 

“수구” 혹은 “종북좌파” 등으로 낙인찍고 상대에 대한 대중적 혐오를 

고취하기 위해 비난수위를 극대화한 막말을 고안해왔다고 한다(나익

주 2019, 1; 석승혜·장안식 2017, 3; 선우현 2018, 271). 그러나 이런 

말은 반작용으로 상대 정파에서 ‘대항혐오의 막말’을 촉발해 전체적

으로 정치언어의 저급화와 정치 불신을 초래했다(김학노 2020, 35; 이

정훈·이상기 2016, 9). 동유럽 정치체제에 관한 일부 연구에 따르면, 

범람하는 막말과 적대의 정치는 확립된 민주주의를 권위주의로 돌려

놓을 수 있다(박정원 2018, 153). 막말은 화자(話者)에 대한 부정적 여

론을 조성하고 투표 참여 동기를 낮추기도 한다(한설희 2019).

2) 남유(catachresis) 인지 과정

막말은 남유(catachresis) 개념을 통해 더 심층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 

남유는 특정 단어의 잘못된 적용, 일반적 용법에서 일탈한 어휘의 사용, 

혹은 은유의 남용으로 지칭된다(Lanham 1969, 21; Parker 1990, 60). 

수사학자들은 남유를 카타크레시스1, 2, 3으로 분류해오기도 했다

(Chrzanowska-Kluczewska 2011, 39). 고대 로마의 퀸틸리아누스

(Quintilian)는 ‘카타크레시스1(catachresis one)’을 “불가피한 오용

(necessary misuse)”으로 본다(Preminger 1974, 104). “그들은 어떤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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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조한다(They build a horse)”라는 남유는 ‘축조한다’라는 오용된 단어

를 포함한다. 그러나 “그 말(horse)이 ‘트로이의 목마’라면 그 오용된 

단어는 유용성이 있다”라는 것이 퀸틸리아누스의 설명이다. 컴퓨터의 

“마우스(mouse)” 등 ‘그 이전까지 명명되지 않은 독립체들(hitherto 

unnamed entities)’에 부여된 매우 이질적이고 낯선 명칭들은 처음 생

성될 땐 카타크레시스1이지만, 반복적 사용으로 보통명사가 된다

(Chrzanowska-Kluczewska, 40). 지나치게 야심적인 어휘 조합으로 인해 

어색하게 들리는 카타크레시스1은 결국 모국어의 결함을 보완하고 어

휘량을 풍부하게 한다. 

‘카타크레시스2(catachresis two)’는 불합리(illogicality), 부조리

(absurdity), 부적합(incongruity)을 내포한 은유 모형으로써, 언어적 유용

성을 지니지 않는다. “단순 남용(plain abuse)”, “은유적 자만(metaphorical 

conceit)” “좋은 취향과 문체의 완전성에 반하는 악덕(a vice directed 

against good taste and the perfection of style)”, “정당화되지 않는 과장법

(unjustified hyperbole)” 혹은 “의미론적 스캔들(semantic scandal)”로 평가

되어왔다(Cuddon 1998, 165). 프린스턴 백과사전은 “적절한 의미와 취지

에 어긋난 용어 비틀기”로 규정한다(Preminger 1974, 104). 

‘카타크레시스3(catachresis three)’은 ‘언어적 유용성이 없는 말의 오

남용’이라는 점에서 이 유용성이 있는 카타크레시스1과 다르고, ‘비은

유적 형태’라는 점에서 은유 모형인 카타크레시스2와 구별된다(White 

1973, 37). 막말은 카타크레시스2 또는 3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대체로, 카타크레시스2, 3에서는 어휘 사용에서의 부적절성, 보편적 

이치로부터의 일탈이 관찰될 수 있다. 반면, 일부 수사학자들은 어떤 

말이 남유로 접어드는 순간을 집어내기가 쉽지 않다고 주장한다

(Chrzanowska-Kluczewska, 40). 특히, 은유에 대한 해석은 수용자들의 

다양한 주관적인 요소들에 의존하므로, 은유의 ‘이상함(strangeness)’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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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모든 사람이 의견의 일치를 볼 수는 없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2016년 4월 18일 9·11 

테러와 관련해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지자 세븐일레븐에 갔다”라며 

‘나인일레븐(9·11)’을 편의점인 ‘세븐일레븐’이라고 했다. 이 사례는 

언어적 유용성 없이 비은유적 단어를 오용한 카타크레시스3에 해당한

다. 유력 정치인은 고의성이 적은 말실수 정도의 남유를 범하더라도 

사회적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 2020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치매설을 제기하자, 바이든은 “트럼프는 

9·11을 세븐일레븐이라 했던 사람”이라고 맞받았다(김경호 2020). 

카타크레시스는 남용된 은유(abused metaphor)로 자주 불린다. 은유 

형태인 카타크레시스2에서 비유하는 이미지인 근원영역(source domain)

과 비유되는 대상인 목표영역(target domain)은 억지스럽고 부자연스러

운 연관성(far-fetched, strained association)으로 연결되고, 은유 전체는 

부조리한 모습으로 변질된다(Chrzanowska-Kluczewska, 41). 이때 근원영

역은 수용자들 사이에 공유되는 물리적·문화적 환경(physical or 

cultural environment)의 객관성과 부조화(discordance)를 이루게 되며 이 

발언은 사회언어적 맥락(sociolinguistic context)에서 벗어난 어색한 표현

으로 지각된다(Kelly 2014, 2; Lakoff & Johnson 1980, 194). 

연구자들은 “어떤 우는 여자의 눈은 나이아가라 폭포가 되고 있다”

라는 은유를 남유의 사례로 제시한다(Namaste 1999, 225). 여자의 눈

에서 아무리 많은 양의 눈물이 흘러도 그 모습은 거대한 폭포수를 닮

기 어렵다. 이렇게 물리적 환경과 관련된 객관성에서 벗어나면서 이 

은유의 근원영역(나이아가라 폭포)과 목표영역(우는 여자의 두 눈) 간 

내적 연관성은 애매해진다. 

반면, “사랑이 무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라는 나훈아의 노래에서 근원영역(눈물의 씨앗)과 목표영역(사랑)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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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적 연관성은 문화적 환경의 객관성에 부합한다(김서정, 2016). 사람

은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부터 그리움, 연민, 지고지순, 배신감 등 눈물

이 날 정도의 다양한 감정들을 경험한다. 수용자들은 사랑이 눈물을 

촉발하는 사회언어적 맥락을 공유해왔기에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

는 은유를 받아들인다. 이 두 ‘눈물’ 사례는 ‘공유되는 물리적·문화적 

환경과의 부조화로 인해 남유가 지각된다’라는 점을 설명한다. 

막말과 남유는 단순히 어색함(awkwardness)을 주는 데에 그치지 않

고 혐오(abhorrence), 분노(anger), 실망(disappointment), 냉소(cynicism) 

같은 부정적 감정까지 일으킬 수 있다(이정훈·이상기 2016, 11; 

Howarth & Griggs 2008, 200). 남유에 해당하는 라틴어인 ‘아부시오

(ăbúsĭo)’는 ‘남용’과 함께 ‘혐오스러운 형태(an abhorrent form)’를 지칭

한다(Ibid., 200). 

레이코프와 존슨(1980, 20)은 현대의 은유 이론에 큰 영향을 준 저

서 ‘Metaphors We Live by’에서 “문화 내에서 공유되는 ‘가장 기본적

인 가치(the most fundamental values)’는 그 은유적 구조와 긴밀히 연

관된다”라고 말한다. 개인의 인격권을 존중하거나 성별, 지역, 신체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을 차별하지 않는 것은 기본적 가치에 해당한

다. 규범(norms)은 한 문화 안에 통용되는 법, 윤리, 예절, 관행을 포

함한다. 이 기본적 가치나 규범에서 벗어나는 말은 청중이 공유하는 

문화적 환경에 어긋나므로 혐오 등 부정적 감정을 일으킬 수 있다. 

정치인을 비판할 자유는 용인되지만, 이 비판이 정치인의 역량·도

덕성·정책에 대한 시시비비를 넘어 인격에 대한 모욕으로 향한다면, 

이 말은 기본적 가치에서 이탈한 남유나 막말로 인식될 수 있다. 레

이코프와 존슨(1980, 18)도 “우리의 문화 안에서 사람들은 ‘동물들, 식

물들, 그리고 물리적 환경을 통제하는 존재’로 자신을 관조한다. 이것

은 인간만의 독특한 특성”이라면서 비유의 근간인 문화적 환경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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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 동물·사물과 차별화되는 인간성을 제시한다. 이 논의에 따르면, 

대립하는 정파에 속한 정치인들을 “(쥐의 일종인) 레밍” “연탄가스” 

같은 부정적 이미지의 사물·동물에 비유한 정치인의 발언2)은 은유의 

문화적 환경이나 기본적 가치와 부조화하는 것으로 들리게 된다. 

또, ‘모유 수유’를 “구역질 나고 끔찍한 일”이라고 말한 미국 대통

령 후보의 과거 발언3)은 모유 수유를 인간적 행위로 여겨온 문화적 

환경이나 규범과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

2)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2021.8.7,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2017.12.24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2015.7.30

[그림 2] 남유 인지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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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의 ‘남유 인지 과정’은 ‘수용자가 어떤 정치 발언을 접한 

뒤, 이 발언에서 공유되는 물리적·문화적 환경과의 부조화를 발견해 

어색함을 인지하고, 기본적 가치나 규범과의 불일치로 혐오, 분노, 실

망 등 반감을 경험해, 이 발언을 남유로 지각하는 흐름’을 보여준다. 

한국 수용자들은 비슷한 과정을 통해 특정 정치 발언을 막말로 인식

하는 것으로 가정될 수 있다. 정치인들이 이러한 수용자의 인지 과정

을 숙지한다면 막말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적지 않은 

정치인은 자기 발언이 막말로 인식되는 과정에 둔감하고 은유의 구사

에도 서툴러 가끔 선을 넘는 말을 하는 것으로 비친다. 한국 정치에

서 막말 논란의 빈도가 잦아지는 양상은 정치인들의 발언이 막말로 

평가될 위험에 취약하게 노출돼 있다는 점을 강하게 암시한다. 

3. 연구문제와 분석 방법

이 논문은 막말의 형식(통속어, 비속어, 은유, 일반어), 남유의 인지 

과정(사회언어적 맥락, 물리적·문화적 환경, 기본적 가치와의 부조

화), 남유의 감정 촉발에 관한 문헌을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 

수용자들이 어떤 형식과 내용의 정치 발언을 막말로 인식하는지, 이 

말에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분석한다. 연구문제들은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 1> 대학생들은 어떤 형식의 정치 발언을 막말로 인식하는가?

<연구문제 2> 대학생들은 어떤 내용의 정치 발언을 막말로 인식하는가?

<연구문제 3> 대학생들은 막말로 인식한 말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연구문제들의 규명을 위해 2020년 12월 10일부터 2021년 6월 10일

까지 서울 성북구 정릉동 국민대학교의 교양수업 및 전공수업 수강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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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최근 본인이 막말로 인식한 정치 발언은 무엇인가?”, “그 발

언을 접했을 때 받은 느낌은 무엇인가?”를 주관식으로 쓰게 해 220명

으로부터 서술형 답변서를 받았다. 전체 답변서의 20%를 사전 검토한 

결과는 분석 유목의 설정에 반영됐다. 응답자들은 이공계열(73명), 문

과계열(67명), 예체능계열(40명)에 고루 분포돼 있었다. 대학생 집단은 

수사학 및 커뮤니케이션학 수용자 연구의 분석대상에 자주 포함돼왔

다(안차수, 2013, 209; 이건혁, 2002, 265; 조은희, 2017, 286). 

<연구문제 1>과 관련해, “대학생들이 막말로 인식한 정치 발언”은 

이들이 “막말”이라고 적시한 특정 정치인의 발언으로 한정됐다. 막말 

및 남유 관련 문헌에 따라, 막말의 형식은 △남용된 은유, △오용된 

일반어, △오용된 통속어 △비속어, △기타로 구분됐다. 이 형식들은 

각각 뚜렷한 언어적 특성을 가지므로 코딩에 어려움이 없었다. 

<연구문제 2>의 경우, 정치권 막말의 내용은 △문화적 환경과의 부조

화, △물리적 환경과의 부조화, △기타로 나뉜다. 이론적 논의에 따라, 

문화적 환경과의 부조화는 △집단 비하, △개인 모욕, △규범 훼손, △

맥락 이탈로 세분된다. 예를 들어, 상대편 정치인을 “눈뜬장님”에 비유

하는 발언은 집단(시각장애인) 비하에 해당한다. 상대편 정치인을 혐오

스러운 동물·사물에 비유해 존엄성을 훼손하는 발언은 개인 모욕이 된

다. 성범죄자에 대한 과도한 옹호는 규범 훼손에 해당한다. 단어와 단어 

간, 단어와 상황 간 연결이 어법이나 사회적으로 합의된 상식에서 벗어

난 발언은 사회언어적 맥락 이탈에 해당한다. 어떤 정치 발언이 두 가지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 답변서 사전 검토에서 응답이 적게 나온 기

타, 물리적 환경과의 부조화, 규범 훼손, 맥락 이탈, 개인 모욕, 집단 비

하 순서로 우선해 한 가지로만 코딩했다.

일부 문헌(이정훈·이상기 2016, 11; Howarth & Griggs 2008, 200)에 

따르면, 수용자는 남유를 접할 때 반감을 느끼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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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데, <연구문제 3>에서 이러한 논의가 실증된다. 대학생들이 막말

을 지각할 때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은 △혐오, △분노, △실망, △냉소, 

△기타 감정, △없음으로 구분된다. 답변서에 특정한 감정을 느꼈다고 

표현되어 있을 때만 해당 감정으로 코딩됐다. 막말의 지각에 수반되

는 감정들은 해당 지각을 강화하는 요소이므로 중요하다. 

대학원생인 3명의 코더는 220개 답변지를 삼등분해 <연구문제 

1~3>의 분석 유목에 대한 코딩을 수행했다. 전체의 20%인 44개 답변

지에서 코더 간 일치도를 검증한 결과, ‘막말 형식’, ‘막말 내용’, ‘감

정’에 관한 홀스티 지수는 각각 0.86, 085, 0.92로 모두 0.70을 초과했

다. 

4. 분석결과

‘대학생들은 어떤 형식의 정치 발언을 막말로 인식하는가?’라는 

<연구문제 1>에 관한 일표본 χ² 분석결과(표 1 참조), 대학생 220명

이 인식한 정치권 막말은 오용된 일반어(57.7%), 남용된 은유(38.2%), 

오용된 통속어(3.2%), 비속어(0.9%) 순이었다. 

<표 1> 대학생들이 인식한 정치권 막말의 형식 

막말 형식 퍼센트 (빈도)
은유적 표현 남용된 은유 38.2 (84)
비은유적 표현 오용된 일반어 57.7 (127)

오용된 통속어 3.2 (7)
비속어 0.9 (2)
전체 100.0 (220)

χ²=202.509, df=3, p=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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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선행연구는 막말을 통속어와 비속어 측면에서 주로 다뤘지만, 

이 연구의 <표 1>에서 제시된 결과는 은유적 표현이 정치권 막말 가

운데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새롭게 보여준다. 막말의 

상당수는 ‘남용된 시각적 이미지를 지닌 은유’라는 이론적 논의를 실

증하는 것이다. 비은유적 표현의 정치권 막말 중에선 통속어·비속어

보다 평범한 표현인 일반어의 비중이 훨씬 크다는 점도 확인된다. 

대학생들이 인식한 정치권 막말의 내용을 묻는 <연구문제 2>와 관

련해, 일표본 χ² 분석결과(표 2), 막말 내용은 모두 ‘문화적 환경과의 

부조화’에 속했다. 대학생의 59.1%는 여성, 광주 등 집단을 비하하는 

정치 발언을 막말로 인식했다. 33.2%는 개인의 인격을 모욕하는 정치 

발언을 막말로 판단했다. 5.0%는 규범을 훼손하는 발언을, 2.7%는 사

회언어적 맥락에서 이탈하는 발언을 각각 막말로 봤다. 반면, 물리적 

환경과의 부조화나 기타에 해당하는 응답은 없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정치 발언이 수용자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기본

적 가치, 규범 등 문화적 환경과 부조화하면 막말로 인식된다’라는 문

<표 2> 대학생들이 인식한 정치권 막말의 내용 

요인 퍼센트 (빈도)
문화적 환경과의 부조화 집단 비하 59.1 (130)

개인 모욕 33.2 (73)
규범 훼손 5.0 (11)

 맥락 이탈 2.7 (6)
물리적 환경과의 부조화  0.0 (0)
기타 0.0 (0)
전체 100.0 (220)
χ²=187.018, df=3, p=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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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을 실증한다. 또, ‘정치 발언이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주는 어법이나 

단어와 현실을 대응시키는 상식적 맥락에서 이탈하면 남유로 인지된

다’라는 논의도 뒷받침한다. 아래 <표 3>은 대학생들이 막말로 인식

한 정치 발언의 주요 사례들을 내용·형식별로 보여준다. 각 항목에 

해당하는 발언들은 말한 표현 그대로 거의 재현됐다. 이 사례들은 ‘어

떠한 정치 발언들이 막말로 인지되는가’를 한눈에 파악하게 해준다. 

집단 비하, 개인 모욕, 규범 훼손, 맥락 이탈, 문화적 환경과의 부조화 

같은 개념들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이 사례들은 이 개념들이 

막말 인식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표 3> 정치권 막말의 내용·형식별 사례4)

내용 1: 집단 비하 형식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통령이 벙어리가 돼 버렸습니다. 은유

우리 부산은 큰 데 3기 암 환자 같은 그런 신세입니다. 
광주는 80년대에 사로잡힌 도시, 제사에 매달리는 도시로 추락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대해) 그동안 동네 물이 많이 나빠졌네.
100조원 긴급자금 구상은 대학교 2학년 수준 리포트에 불과한 대책입니다.
살인자들입니다, 살인자, 이 (광화문 보수) 집회 주동자들은. 
20대는 과거의 역사 같은 것에 대해 40~50대보다 경험치가 낮지 않나요? 일반어

30대 중반부터 40대의 문제 인식은 논리가 아닙니다. 그냥 막연한 정서입니

다. 거대한 무지와 착각입니다.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고로 장애인이 된 분들

은 정상적으로 살던 것에 대한 꿈이 있어 의지가 강하다고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는 데 남자들보다 여성들의 지지가 높은 것으로 압

니다. 잘생기고 감성적이어서 지지했던 여성들이 요즘 고개를 돌립니다. 
국민은 한 번 정부 돈에 맛 들이면 거기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통속어

내용 2: 개인 모욕  
내곡동 땅이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거짓말하는 후보, 쓰레기 아닙니까? 은유

북한은 오물을 청소했다고 하는데 청와대는 아무런 대꾸가 없습니까? 문재

인 대통령도 그 오물 쓰레기 중 하나가 아닙니까?
고삐 풀린 미친 말 한 마리가 밭을 돌아다니면 한해 농사를 망칩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막말 퍼레이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국민의 귀를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공업용 미싱을 선물로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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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비하’와 관련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통령이 벙어리가 

돼버렸습니다”라는 정치 발언은 ‘은유’ 유형에 해당한다. ‘북한의 미

사일 발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대통령’이라는 목표영역(비유되는 

4) 발언한 사람·시기는 맨 위부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2019.8.7,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2021.3.26, 주동식 미래통합당 의원 후보 

2020.4.8,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2020.1.15,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 

2020.4.7,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2020.11.4,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2021.3.26, 김대호 통합당 의원 후보 2020.4.6, 이해찬 민주당 대표 2020.1.15,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2020.12.10,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2020.9.10, 윤호중 총장 2021.3.27,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2020.10.4,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2020.11.27, 김경협 민주당 의원 2021.1.20, 윤호중 총장 

2020.11.26, 장제원 통합당 의원 2020.3.4,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 

2021.3.22, 박진영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2021.2.18, 이종걸 민주당 의원 

2020.3.26, 홍성국 민주당 의원 후보 2020.2, 황교안 대표 2020.2.9, 김현미 장

관 2020.11.30, 정세균 국무총리 2020.2.14, 황교안 대표 2020.4.3, 황교안 대

표 2020.4.1, 윤석열 검찰총장 2020.10.22임. 

그 양반이 지라시 만들 때 버릇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통속어

검사세요? 검찰총장이세요? 법무부 장관이 나댈 문제가 아닙니다.
도쿄에 아파트 가진 아줌마는 충분히 상대 가능합니다. 
1년짜리 시장을 뽑는데 생지랄 공약을 다 내놓고 있습니다. 비속어

내용 3: 규범 훼손  
색정을 자극하는 영상물을 핑크 무비 혹은 도색 영화라고 합니다. 당의 상

징색을 핑크로 한 것은 놀라운 혜안입니다.
은유

소유가 늘면 행복해지죠. 아내도 한 명보다 두 명이 낫죠? 머리 아픈가? 일반어

n번방에 호기심으로 들어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그만둔 사람에 관해선 판

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4: 맥락 이탈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습니다. 은유

(가게 종업원에게) 요새 (코로나19로) 손님이 적으니 편하시겠습니다.    일반어

키 작은 사람은 (길어진 투표용지를) 자기 손으로 들지도 못합니다. 
1980년 그때 하여튼 무슨 사태가 있었죠. 휴교하고 이랬던 기억도 납니다.
검찰에서 수사하다가 사람을 패 죽인 것 하고는 경우가 다르지 않습니까? 통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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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과 ‘벙어리’라는 근원영역(비유하는 이미지) 간에 내적 연관성을 

도출해 매핑 하는 구조다. 여기서 ‘벙어리’는 어떤 사안에 대해 계속 

의도적으로 침묵하는 사람을 부정적으로 지칭해온 ‘관용어화 된 사은

유(dead metaphor)’다. 사은유는 오랜 기간에 걸쳐 사람들이 빈번하게 

사용해 평범한 단어처럼 여겨지는 은유를 일컫는다. 그런데 벙어리가 

“음성언어를 소리 낼 수 없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국립국어원)

인 점과 관련해, 대학생 A는 “이 발언이 장애인을 비하했다”라고 답

했다. 발언자인 야당 대표(황교안)는 대통령을 비판하기 위해 벙어리

라는 단어를 동원한 것이지 언어장애인을 공격할 의도를 가지진 않았

을지 모른다. 그러나 발언자의 본의와는 무관하게 어떤 용어가 특정 

집단에 관한 차별적 이미지를 드러내는 경우, 이 용어를 내포한 해당 

발언 전체는 막말로 인식된다고 할 수 있다.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고로 장애인

이 된 분들은 원래 정상적으로 살던 것에 대한 꿈이 있어 의지가 강

하다고 들었습니다”라는 여당 대표(이해찬)의 발언은 평범한 어휘로 

된 ‘일반어’ 형식을 사용해 ‘선천적 장애인’ 집단을 비하한 것으로 대

학생 수용자에게 느껴졌다.

“(야당의) 100조원 긴급자금 구상은 대학교 2학년 수준 리포트에 

불과한 대책입니다”라는 은유에서, 여당 사무총장(윤호중)은 ‘긴급자

금 구상’이라는 추상적이고 복잡한 개념을 ‘대학교 2학년 수준 리포

트’라는 간명한 시각적 이미지로 전환해 수용자의 이해도를 높이려고 

했다. 그러나 이 은유에 대해 대학생 B는 “대학생들을 지적 수준이 

낮은 사람들로 무시했다”라고 답했다. 정치적 은유 내의 어떤 이미지

가 특정 집단을 격하하면 이 은유 전체가 막말로 느껴지는데, 이 발

언도 이 특성을 간과함으로써 막말 논란에 포함됐다고 할 수 있다. 

은유 형식의 몇몇 정치 발언들은 자기 정파를 지지하지 않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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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하함으로써 막말로 지각됐다. 이는 해당 지역을 겨냥한 ‘의도적’ 

비하라는 점에서 ‘벙어리’ ‘선천적 장애인’ ‘대학교 2학년 수준 리포

트’ 사례와 다르다. 진보성향 여당 부산시장 후보(김영춘)는 “부산”을 

“3기 암 환자”에 비유했고, 광주에 출마한 보수성향 야당 국회의원 후

보(주동식)는 “광주”를 “80년대에 사로잡혀 제사에 매달리는 도시”에 

비유했다. 국토교통부 장관(김현미)은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서 국토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대여론이 커지자 

“그동안 동네 물이 많이 나빠졌네”라고 했다. 이 ‘동네 물’ 비유에 대

해 대학생 C는 “일산 지역을 공격하는 의도성이 느껴졌다”라고 했다.

일반어 형식의 몇몇 정치 발언들은 자기 정파를 지지하지 않는 ‘성

별’, ‘세대’, ‘집회’ 같은 일반인 집단을 의도적으로 비하했다. 보수 야

당 의원(이태규)은 “여성”을 “잘 생긴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는 성별”

로 규정했고, 보수성향 야당 국회의원 후보(김대호)는 “30~40대 세대”

를 “거대한 무지와 착각에 빠진 세대”로 정의했으며, 대통령 비서실장

(노영민)은 “광화문 보수집회 주최자들”을 “살인자”라고 했다. 

<표 4>의 일표본 χ² 분석결과, 막말로 인한 피해자의 경우, 일반인 

집단(여성, 20대, 대학생, 30~40대, 노령층, 세월호 유족, 장애인, 광화

문 보수집회, 국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일산 등)이 정치인보다 많

<표 4> 인식된 정치권 막말의 피해자 

피해자  퍼센트 (빈도)
정치인   25.0 (55)
일반인 집단 63.2 (139)
없음 11.8 (26)
전체 100.0 (220)
χ²=93.936, df=2, p=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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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이 결과는 ‘정치인의 막말은 라이벌 정치인들을 향할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깨뜨린다. 정치인들은 상대편 정파를 넘어 ‘지지층이 아닌 

일반인 집단’으로 막말의 공격 대상을 확대했다.

‘개인 모욕’과 관련해, “내곡동 땅이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거짓

말하는 후보, 쓰레기 아닙니까?”라는 여당 사무총장(윤호중)의 발언은 

‘야당 서울시장 후보’의 부동산 의혹을 비판한 은유였다. 이에 대해 

대학생 D는 “의문형을 사용해 순화를 시도했지만, 사람을 쓰레기에 

비유하는 것은 막말”이라고 했다. ‘집단 비하’와 달리 ‘개인 모욕’의 

경우, 피해를 본 개인은 모두 정치인이었다. 막말의 주된 공격 대상은 

집단 차원에선 주로 라이벌 정당과 그 정당을 지지하는 일반인 집단

이 되고 개인 차원에선 라이벌 정당 소속 정치인이 된다는 점이 확인

된다.

유력 공직 후보의 명예는 제한적으로만 보호되지만, 그에 대한 비

난이 도덕성 검증 차원을 넘어 혐오스러운 물체·동물에 빗댄 인격 

훼손으로 향한다면, 이 비난은 기본적 가치나 문화적 환경과 조화되

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같은 이유로 대학생들은 대통령을 “오물 쓰레기”에 비유한 야당 의

원(한기호)의 은유와 법무부 장관을 “고삐 풀린 미친 말 한 마리”로 

시각화한 야당 원내대표(주호영)의 은유도 막말로 지각했다. 나아가, 

“야당 원내대표가 말을 못 하게 공업용 미싱을 보내겠다”라는 여당 

의원(김경협)의 은유와 기자 출신 야당 의원(조수진)을 “지라시 만드

는 버릇을 가진 양반”으로 묘사한 여당 사무총장(윤호중)의 은유도 

“끔찍한 장면을 연상시키는 잔인한 비유”(대학생 E), “근거 없이 사람

을 조롱하는 말”(대학생 F) 등 인격모욕 막말로 여겨졌다. 

“법무부 장관이 나댈 문제가 아닙니다”(장제원 야당 의원), “생지랄 

공약을 다 내놓고 있습니다”(박진영 여당 상근부대변인) 등 품격이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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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통속어와 비속어를 포함하는 정치 발언은 인격모욕 막말로 쉽게 

지각됐다. “도쿄에 아파트 가진 아줌마”라는 야당 서울시장 후보(안철

수)의 발언도 통속어(아줌마)를 사용한 인격모욕으로 인식됐다. 대학

생 G는 “아줌마는 중년 여성을 낮춰 부르는 일상용어다. 이 발언은 

도쿄에 남편 명의 아파트가 있는 여당 후보의 나이와 여성성을 비하

했다”라고 했다.

‘규범 훼손’과 관련해, “소유가 늘면 행복해지죠. 아내도 한 명보다 

두 명이 낫죠?”라는 여당 국회의원 후보(홍성국)의 발언은 결혼과 관

련된 법, 예절, 관행 등 규범에서 현저히 일탈한 것이어서 막말로 여

겨졌다. 대학생 H는 “일반적으로 아내는 남편의 소유로 일컬어지지 

않는다. 이 발언은 여성폄하로 나아가고 있다”라고도 평가했다. 

“n번방에 호기심으로 들어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그만둔 사람에 

관해선 판단이 다를 수 있다”라는 야당 대표(황교안)의 발언은 “n번방 

유료입장을 범죄행위로 보는 법 조항에 맞지 않고 다수 피해 여성 대

신 성폭력 가해자를 옹호해 보편적 정서에도 어긋난다”(대학생 I)라는 

이유로 막말로 규정됐다. 야당 상징색인 핑크를 “색정을 자극하는 핑

크 무비 혹은 도색 영화”에 결부시켜 “놀라운 혜안”이라고 말한 여당 

의원(이종걸)의 발언에 대해 대학생 J는 “우리 사회엔 분홍색을 음란

물에 연결하는 문화적 관행이 별로 없어 동의하기 어렵다. 야당의 이

미지에 흠집을 내기 위해 억지로 만든 말로 느껴졌다”라고 했다. 

‘맥락 이탈’에 있어서, 한 가게 종업원에게 “요새 (코로나19로 인해) 

손님이 적으니 편하시겠습니다”라고 말한 국무총리(정세균)의 발언 중 

“편하시겠습니다”라는 어휘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소비가 급감해 

자영업의 위기가 커지고 관련된 일자리도 줄어드는 현실’과 맞지 않

는 것으로 일부 대학생에게 느껴졌다. 특정 단어와 그것이 지칭하는 

현실 간의 연결이 사회언어적 맥락상 타당하지 않게 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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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그때 하여튼 무슨 사태가 있었죠. 휴교하고 이랬던…”이라

는 야당 대표(황교안)의 발언에서, “사태”라는 어휘는 1980년 5월 광

주에서 있었던 일을 “민주화운동”으로 표현하는 2020년대 한국사회의 

보편적인 사회언어적 맥락과 상충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대학생 K는 

“이 발언은 ‘광주사태’라고 말한 1980년대 군사정권의 어법과 유사하

다. 그 이후에 보수 정당을 포함한 우리 사회가 ‘광주민주화운동’으로 

호칭하기로 합의해 그렇게 말해오고 있는 부분과 동떨어져 있다”라고 

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수도권 집값이 급등했다는 추궁을 받자 국토교

통부 장관(김현미)은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

다”라고 했다. 아파트 건설을 제빵에 비유한 부분은 ‘아파트 건설엔 수

년이 걸리고 제빵엔 반나절이 걸리는 점’ ‘주거난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절실한 점’과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에 따라 이 말은 사회

언어적 맥락에서 멀어져 정당성을 잃은 과장법으로 인식됐다.

“키 작은 사람은 (길어진 투표용지를) 자기 손으로 들지도 못합니

다”라는 야당 대표(황교안)의 발언과 관련해, 2020년 4월 총선의 투표

용지는 이전 선거의 투표용지보다 길어졌지만, 키가 작은 성인이 손

으로 못 들 정도는 아니었다. 투표용지가 길어진 것을 강조하기 위해 

특정 유권자들의 신체적 특성을 너무 과장되게 활용한 것으로 비쳤다. 

이러한 발언은 언어적 유용성 없이 남용된 말이자 단신(短身) 등 신

체적 문제에 관해 신중하게 언급하는 사회언어적 맥락에 맞지 않는 

말로 인식됐다.

<연구문제 3>과 관련해, 일표본 χ² 분석결과(표 5 참조)에 따르면, 

대학생 수용자의 72.3%는 정치 발언을 막말로 지각할 때 실망, 혐오, 

분노, 냉소 순으로 부정적 감정을 경험했다. 구체적으로, 응답자의 

27.7%는 어떤 감정도 갖지 않았다고 답했다. 반면, 26.4%는 발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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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망감을, 21.4%는 혐오감을 느꼈다고 했다. 이어, 13.6%는 분노를, 

6.4%는 냉소의 감정을 경험했다고 했다. 기타 감정은 4.5%였다. 

아래 답변 사례들은 대학생들이 막말로 지각한 정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실망, 혐오, 분노, 냉소의 감정을 표현했는지를 보여준다. 

<실망> “국민은 한 번 정부 돈에 맛 들이면 거기서 떨어져 나가려

고 하지 않습니다”라는 야당 대표(김종인)의 발언에 대해 “정치인

은 공인이므로 언행이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이 발언은 기준

에 못 미쳐 실망스럽다. 야당 대표가 국민을 찰거머리로 매도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대학생 L) 

<혐오> “야당 원내대표의 입을 막기 위해 공업용 미싱을 보내겠

다”라는 여당 의원(김경협)의 발언에 대해 “노이즈 마케팅 차원에

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치 혐오만 조장할 뿐이다. 인
권을 훼손하는 선을 넘는 발언에 피로를 느낀다.” (대학생 M) 

<표 5> 대학생들이 정치 발언을 막말로 인식할 때 느낀 감정

감정 퍼센트 (빈도)
없음 27.7 (61)
실망 26.4 (58)
혐오  21.4 (47)
분노  13.6 (30)
냉소  6.4 (14)
기타 4.5 (10)
전체 100.0 (220)
χ²=66.091, df=5, p=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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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는 데 남자들보다 여성들의 지지

가 높은 것으로 압니다. 잘 생기고 감성적이어서 지지했던 여성들

이 요즘 고개를 돌립니다”라는 야당 의원(이태규)의 발언에 대해 

“여성을 낮잡아 보는 여성비하에 해당한다. ‘여성들이 잘생긴 얼굴

을 보고 대통령을 지지했다’라는 식으로 주장하면서 여성들의 정

치적 신념과 판단을 깎아내리고 있다. 이 말을 접했을 때 여성으

로서 분노를 느꼈다.” (대학생 N) 

<냉소> “내곡동 땅이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거짓말하는 후보, 
쓰레기 아닙니까?”라는 여당 사무총장(윤호중)의 발언에 대해 “사
람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이런 감정적 표현이 정치적 냉소주의

를 유발한다.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흉기가 될 수 있다. 막말하면 

더 비호감이 될 뿐이다.” (대학생 O)

<표 5>의 분석결과와 감정 표현 사례들에 따르면, 정치인의 막말은 

대중적 실망, 혐오, 분노, 냉소를 일으킬 수 있다. 우선, 말 내용의 부

자연스러움에 대한 수용자의 각성을 유발하고 이어 가치·규범 일탈

의 경중에 따라 반감을 끌어내기도 한다. 이러한 인지와 감정의 융합

을 통해 막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확산하는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이 연구는, 남유에 관한 논의를 분석 틀로 활용해, 어떠한 정치 발

언이 막말로 인식되는지 탐구했다. 대학생 220명이 “막말로 느껴졌다”

라고 반응한 정치 발언들은 △남용된 은유, △오용된 일반어, △오용

된 통속어, △비속어 등 네 가지 형식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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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는 막말을 통속어·비속어 측면에서 주로 다뤘지만, 이 연

구의 인지된 막말에서 둘의 비중은 적었다. 대신, 정치권 막말의 대부

분은 일반어 혹은 은유 형식이었다. ‘격이 낮은 통속어·비속어만 없

으면 막말이 아니다’라는 일부의 고정관념과 달리, 막말 문제는 다변

화되어 있었다. 평범한 단어들로만 구성된 정치 발언도 얼마든지 막

말로 인식됐다. 특히, ‘너무 나간 시각적 이미지를 지닌 은유’는 막말 

문제의 중심이었다. 정치인들은 ‘막말로 들리는 은유’와 ‘정상적 은유’ 

사이의 경계를 자주 식별하지 못한다는 점이 확인됐다.

인식된 정치권 막말들은 내용상으로 △집단 비하(예: 광주는 제사에 

매달리는 도시), △개인 모욕(예: 내곡동 땅 거짓말하는 후보, 쓰레기 아

닙니까?), △규범 훼손(예: 소유가 늘면 행복해지죠. 아내도 한 명보다 

두 명이 낫죠?), △사회언어적 맥락 이탈(예: 1980년 휴교하고 이랬던 무

슨 사태)로 구분됐다. 막말로 인한 피해자의 경우, 일반인(여성, 20대, 

대학생, 30~40대, 노령층, 광화문 보수집회, 세월호 유족, 장애인, 국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일산 등)이 정치인보다 더 많았다. 막말의 대상

은 반대 정파에서 ‘지지하지 않은 일반인 집단’으로 확장된 것이다.

집단 비하와 개인 인격모욕은 수용자집단의 문화적 환경에서 중시되

는 기본적 가치들과의 불일치에 해당한다. 대학생 수용자들은 특정 정

치 발언을 막말로 지각할 때 실망, 혐오, 분노, 냉소 순으로 이 발언에 

대한 반감을 경험했다. 이 연구는 “정치 발언이 ‘기본적 가치, 규범, 사

회언어적 맥락 등 문화적 환경’과 부조화하면 수용자가 어색함과 반감

을 느껴 막말로 인식한다”라는 점을 제시한다. 정치인들은 부주의든 고

의든 이러한 인지 과정을 경시함으로써 막말을 양산해온 것으로 추정된

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수용자는 막말의 부자연스러움을 각성하고 가

치·규범 일탈의 경중에 따라 반감의 강도를 형성한다. 이러한 인식과 

감정의 융합을 통해 막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조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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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이 자기 판단에는 신선하다고 여겨 말한 은유가 종종 막말로 

평가되기도 한다. 어떤 정치적 은유는 대중적 감탄을 부르지만, 다른 

어떤 정치적 은유는 대중적 혐오를 낳는다. 이 연구에서, 이러한 일들

은 ‘문화적 환경과의 조화 여부’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근원영역(비유하는 이미지)이라는 하나의 요소가 문화적 환경에 수용

되지 못하면 은유 전체는 막말 단계로 추락하는 것이다. 일반어, 통속

어, 비속어 형식의 정치 발언에서도, 일부 내용이 문화적 환경과 조화

되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지면, 발언 전체는 막말로 지각될 수 있다.

대학생들이 선정한 막말들은 대체로 막말에 관한 사회적 통념의 범

위 안에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인지된 막말 대다수는 ‘모국어에 이바

지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말의 단순 오남용(카타크레시스2, 3)’ 집단

으로 분류된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치인들의 발언에 대

한 수용자집단의 인지 과정에서 일반적인 말로부터 막말을 분리해내

는 해석적 기준이 보편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이 확인된다. 이 기준은 

이 연구의 이론적 근거인 카타크레시스2, 3에 관한 개념적 틀(정당화

되지 않는 과장, 은유적 자만, 공유되는 환경의 객관성과의 부조화 

등)과 긴밀하게 연결되고 그 속성을 공유한다. 

그러나 인지된 막말 중 몇몇(예: 야당의 긴급자금 구상을 “대학교 2

학년 수준 리포트”에 비유한 발언)은 관용적인 수용자에겐 정상적인 

말로 들릴 수도 있다. 말의 이상함을 지각하는 과정에서 수용자 개개

인의 다양한 주관적 요소들이 개입할 수 있는 점, 막말이 쉽게 지탄

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계면적 언어인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김

희숙, 10; Chrzanowska-Kluczewska, 40). 이 연구는 막말로 인지되는 과

정을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탐구했지만, 은유나 남유는 본래 ‘해석적 

모호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정치적 발언이 막말 단계로 진입하는 티

핑포인트(tipping point; 극적 전환점)’를 완벽하게 규명해내는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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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는 제시되기 힘들지 모른다. 나아가, 실천적 차원에서, 막말에 관

한 엄격한 기준의 적용은 정치적 비평의 자유로운 향유와 상충할 수

도 있다. 이러한 이슈들은 이 연구의 한계를 보여준다. 

정치인의 막말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문화적 환경과의 부조화가 제시

되었지만, 그 원인의 원인, 즉, 정치인은 왜 그러한 부조화를 의도적으

로 혹은 비의도적으로 일으키는가에 대해선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해 보

인다. 다만, 자극적인 말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현실적 욕구를 갖는 

점, 막말과 일반적인 말 사이의 경계를 가끔 놓치는 점, 은유의 구사에 

서툰 점, 구어체 위주의 대중적 문체를 점점 닮아가는 점은 정치권 막

말의 일차적 배경으로 검토됐다.

이 연구는 막말에 관한 모든 사안을 다루진 않았지만, 정치인의 막

말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준과 지식을 제공한다. 정치권 막말의 형

식과 내용을 보여주고, 남유 개념의 내용과 적용사례를 제시하면서 

막말로 인식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정치 불신이 점점 더 심화하는 현

실에서(이선향·이종민 2020, 47), 이렇게 이 연구는 막말이라는 ‘정치 

불신의 수사학적 진원지’를 찾아 탐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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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Review of Politicians’ Catachresis And Spiteful Words
Focusing On Their Discordance With A Cultural Environment

Heo, Mansup

(College of General Education, Kookmin Univ.)

The present study explores the cognitive process through which audiences perceive 
political remark as catachretic. The results show that South Korean politicians’ 
remarks which were recognized by 220 Korean college students as catachreses can 
be categorized as abusive metaphors, instances of misused common language, and 
slang. The study finds that politicians often fail to discern the boundary between 
abusive and normal metaphors. The substance of politicians’ catachreses in turn fall 
into one of four categories:·Disrespect for a group or region (e.g. Busan, the 
second-largest city in South Korea, has “stage-three cancer”)·Insults against an 
individual (e.g. the Seoul mayoral candidate who lies about his wife’s real estate is 
“no better than trash”)·Violation of norms (e.g. “The more you own, the happier 
you are”; “It is better for a man to have two wives than to have one”)·Departure 
from sociolinguistic context (e.g. -to a retail member of staff- “You’re probably 
enjoying lots of free time in this store. Because of the pandemic, there are few 
customers here”). The present study suggests that political remarks can be perceived 
as abusive or linguistically inaccurate when they are at odds with a cultural 
environment in terms of the prevailing fundamental values, norms, and sociolinguistic 
context. The college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study, who regarded certain 
political remarks as catachreses, also tended to have negative feelings about these 
remarks, such as disappointment, disgust, anger, and cynic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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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 : 이사 중에 총무, 편집, 기획, 학술, 정보, 교육, 재무, 국제 협력, 

섭외 이사 등을 둔다.

제 7조 :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본 회의 사업 전반과 제반 서무 및 

경리 일체를 감사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 6장 이사회

 
제 1조 :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들로 구성되며 회장이 그 의장

이 된다.

제 2조 :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본 회의 중요 사업을 기획, 심의, 의결, 

집행한다.

1. 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결산의 심의

2. 학술 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

3.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회 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

제 3조 : 이사회는 총회에 모든 사업을 보고하고 그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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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편집위원회

 
제 1조 : 편집위원회는 편집이사와, 이사회 또는 편집이사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하는 10명 내외의 편집위원들로 구성하며 그 위원

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제 2조 : 편집이사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 규정에 따르고 편집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나 연임이 가능하다.

제 3조 :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여 학회 이사회에 보고 후 

이를 시행한다.

1. 학회지에 게재 신청된 논문의 심사 및 편집상의 수정에 관

한 사항

2. 학회지의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제 4조 : 편집위원회는 편집이사의 발의로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5조 : 편집간사는 편집이사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여 편집관련 

실무를 담당하게 한다.

제 8장 자산 및 회계

 
제 1조 :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본 회의 기금 및 기부금

2. 회원의 회비 : 입회비 - 1만원, 정회원 – 3만원,

학생회원 - 1만원, 평생회비 - 30만원

3.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연구조성비

4. 학회 사업 수익금

제 2조 :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조 : 본 회의 예산·결산은 전체 이사회의 의결 후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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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장 부칙

 
제 1조 :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들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 2조 : 본 회칙은 2003년 10월 11일부터 발효한다.

제 3조 : 창립총회 및 1기 이사회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2004년 12월 

31일까지 임기 및 예산 집행을 보장한다.

제 4조 : 본 회칙은 2004년 12월 21일부터 발효된다.

제 5조 : 본 회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제 6조 : 본 회칙은 2014년 3월 31일부터 발효된다.



한국수사학회 연구윤리 및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2007.11.17. 제정

2014.03.31. 개정

2019.06.30.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의의

이 규정은 한국수사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의 연구에 관한 

윤리 및 진실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은 본 학회 회원과 학회의 사업 및 사업 관련자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2장 연구자의 윤리 

제3조 저자의 의무

 
1.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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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 결과를 출처를 명시함과 더불어 여러 차

례 참조할 수는 있지만,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2.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

자로서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3.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

대적 지위에 관계 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되

거나 제1저자로서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번역)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역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연구

나 저술(번역)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등에서 적절하

게 고마움을 표시한다.

4.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

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

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

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시 또

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6.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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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를 통해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디까지가 선행연구의 결

과이고 어디서부터가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주장 혹은 

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조 편집자의 의무

 
1. 편집위원(회)은 학술지의 편집, 발간 및 논문 심사에 관한 모

든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2. 편집위원(회)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다루어야 한다.

3. 편집위원(회)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

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

개해서는 안 된다.

4. 명백한 오류, 왜곡된 결과가 출판되었을 때는 즉시 수정하고 

저자 및 저자의 소속 기관에 이를 알린다.

5. 논문에서 윤리규정에 어긋난 행위가 발견되었다면 논문 게재

를 취소한다.

제5조 심사자의 의무

 
1.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

정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심

사를 완료하고 뚜렷한 이유 없이 심사를 지연시키지 않는다.

2. 심사 과정과 대상 논문에 대한 내용은 비공개로 하고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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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자의 정보 소유권을 존중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과정의 진실성이 

의심될 때는 심사를 거부한다.

4. 요청받은 심사물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 출판되었거나 중복 심사 

중이거나 혹은 기타 결과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을 때는 편집위

원(회)에 알린다.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 시행 지침

제6조 목적

 
이 규정은 연구부정행위를 막고 연구의 진실성과 연구자의 윤리

성을 확립하기 위한 한국수사학회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

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

구자의 윤리성과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를 의미한다. 연

구부정행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가 포함된다.  

1. 연구의 자료·과정·결과를 허위로 만들어내거나 인위적으로 

조작·변경함으로써 연구가 진실에 부합되지 않도록 하는 

‘위조 및 변조’ 행위

2. 타인 또는 본인이 이미 발표한 연구내용 및 결과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무단발표하는 ‘표절’ 행위

3.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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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나 예우 등

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저자 표시’ 행위

4.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행위

제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당연직 위원 및 4인의 

추천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윤리위원장이, 당연직 위원 2인은 총무이사와 편집

이사가 겸임하고, 추천직 위원 4인은 회장이 지명하며, 위원

장의 임기는 2년,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별도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9조 기능 

 
위원회는 본 학회 소속 연구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립에 관련된 각종 제도의 수립·운영

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3. 기타 연구윤리 관련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주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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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①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 조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경

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조사 대상 분야의 전문적인 식견 및 경험이 풍

부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당해 조사 사안 또는 피조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조

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④ 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조사사실과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정당

한 이유로 특정 위원을 기피할 경우, 조사위원회는 이를 받아

들여야 한다. 

제13조 조사활동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 또

는 참고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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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①항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조사위원회는 제보 사실을 근거가 없는 것으로 

또는 피조사자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제14조 진술기회의 보장 및 비밀유지의 의무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소명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제보·조사·심의·의결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인적 사항 

포함)은 비밀로 하되,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5조 조사결과 보고 

 
① 조사위원회는 제8조와 제9조를 토대로 조사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연구부정행위의 유형 및 관련 게재 논문

3. 피조사자의 혐의 입증 여부

4. 관련 증거

5.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혹은 변론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6. 조사위원 명단 

③ 위 ②항의 보고서에 따라 조사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라고 판

정한 경우,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의결·확정한 후, 지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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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에게 보고하고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제16조 결과에 대한 조치 

 
위원회는 회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게재논

문 무효 및 투고제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① 제10조 ③항에 의거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진 자

②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활동을 고

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 등에게 위해를 가한 자 

제17조 운영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 1조 이 규정은 제정·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편집위원회 규정

2004.02.05 제정

2004.09.15 개정

2007.01.15 개정

2014.03.31 개정

2017.10.17 개정

2019.06.30 개정

제1조 목적

 
본 위원회는 한국수사학회 편집위원회라 칭하며, 한국수사학회

의 회칙에 의거하여 수사학 발간을 위한 조직 구성과 운영 

및 학회지 게재논문의 심사와 선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1. 편집위원회는 이사회와 별도로 상설 구성하며,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2. 편집위원회는 회장이 위촉하는 1인을 위원장으로 하고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편집위원은 본 학회회원 가운데 수사학 연구자를 전문가들

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은 탁월한 학술연구성과, 지역대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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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을 갖춘 자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3조 임기

 
1.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이사회 임원의 임기에 준

하여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결원이 생길 경우 즉시 새 편집위원을 위촉하며 새 편집위

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 직무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간을 주관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의 선정 및 편집상의 수정에 관한 사

항.

2. 학회지 편집, 출판에 관한 사항.

3. 논문심사위원의 선정과 위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본 학회가 주관하는 번역서와 연구서 및 교재 등의 

출판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제5조 학회지 투고

 
1. 학회지 투고 자격

1) 투고자는 본 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2) 정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3) 학술논문 이외의 경우 자격 제한을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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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고 원고의 요건

1) 학술논문, 국내외 신간 서평, 번역서평, 국제 학술대회 

보고, 새로운 강의 개발에 관한 제언 등 수사학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성격의 원고를 기고할 

수 있다.

2) 본 학회지에 공고되어 있는 투고요령에 맞게 작성된 원

고만 접수한다.

3) 다른 곳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원고는 검토대상에

서 제외한다.

4) 학술논문의 경우 동일 호에 1인 1편만 투고할 수 있다.

제6조 편집회의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간을 위하여 2회의 정시 편집회의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장이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

1. 제1차 정시 편집회의는 해당 호 학회지 제작 발행 및 논문심사

와 관련된 전반 사항을 논의하고 심사위원을 선정·위촉한다.

2. 제2차 정시 편집회의는 논문심사를 종합하고 게재, 게재불

가 논문을 판정한다. 또한 수정 후 게재 및 재심사 논문을 

처리하고 다음 호 논문 발행에 관한 전반 사항을 논의한다.

3.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7조 논문심사 및 게재

 
학회지 게재논문은 두 단계의 심사평가 절차에 의하여 게재여

부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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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심사위원은 본 학회의 심사기준에 따른 공정하고 객관적

인 심사와 평가를 해야 한다.

2.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편집위원회가 판정하여 의결

한다.

제8조 논문심사 위촉 및 의뢰

 
1. 제 1차 편집회의에서 편집위원들의 의결을 거쳐 심사위원을 

선정, 위촉한다.

2. 심사위원은 각 논문주제별로 연구업적이 탁월한 본 학회회

원 가운데 위촉한다. 단 학회회원 가운데 적절한 심사위원

을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

원이 아닌 해당분야 전공자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3.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은 각 논문마다 

3인을 위촉하며, 투고자와 동일 기관의 심사자는 배제한다.

4. 편집위원이 투고한 경우, 심사위원 선정 및 위촉에 관여하

지 않도록 한다.

5.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명을 받아 본 학회 편집위원회 

제 9조 2항의 심사 기준을 명시한 통일된 논문심사양식을 

각 심사위원들에게 발송한다.

6. 심사의뢰 시 논문심사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

하여 편집위원장은 심사의뢰서에 투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처를 취한다.

제9조 심사 및 평가

 
1. 심사의뢰를 받은 심사위원은 본 학회의 소정 심사기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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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한다.

2. 심사기준은 다음의 5 항목으로 한다.

- 연구윤리 규정의 준수여부

- 주제 선정의 적정성, 연구 방법의 타당성

- 논지 전개의 일관성, 언어 표현의 정확성

- 논문의 창의성, 논문의 학계 기여도

- 초록의 완성도와 질적 수준 

3. 심사위원은 본 학회의 소정 양식의 심사의견서에 평가등급 

및 평가의 내용과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편집위원장

에게 송부한다.

4. 평가는 다음의 4등급으로 한다.

- 게재 가(A)

- 수정 후 게재(B)

- 수정 후 재심(C)

- 게재 불가(D)

제10조 종합판정의 세부기준 

 
2인 이상이 <게재 가>이면 <게재 가>로 종합판정된다. 2인 이

상이 <수정 후 게재>이거나 1인 <게재 가>, 1인 <수정 후 게

재>, 1인 <수정 후 재심>이면 <수정 후 게재>로 종합판정한다. 

2인 이상이 <게재 불가>이면 <게재 불가>로 종합판정한다. 1

인 <게재 불가>이면서 2인 <수정 후 재심> 또는 1인 <수정 후 

게재>와 1인 <수정 후 재심>이면, <게재 불가>로 종합판정한

다. 그 외의 경우에는 제2차 편집회의에서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또는 <게재 불가>로 종합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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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게재논문의 선정

 
편집위원장은 심사가 완료되면 제 2차 편집회의를 개최한다.

1. <게재 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재논문으로 선정된다.

2.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즉시 투고자에게 수정 

및 수정보고서 제출이 요청되며, 편집위원회는 수정여부를 

확인하고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3.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당월호에 수정논문 미

제출시 게재불가 판정을 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해

진 기한 내(당월호나 다음호)에 수정논문을 제출시 편집위원

장이 위촉한 제4, 제5 재심위원에게 심사를 받는다. 이때 투

고자는 수정된 논문원고와 수정보고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재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재심사의 대상이 된 논문은 모든 심사위원에 의해 <수정 후 

게재> 이상의 평가를 받아야 재심사에 통과된 것으로 간주

한다.

5. <게재 불가> 등급을 받은 논문은 동일한 제목으로 본 호에 

재투고할 수 없다. 단, 대폭 수정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경우, 위원회에

서 그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6.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 및 재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검토하

고 각 논문에 대해 전체 2/3의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게재논

문을 선정한다. 

7. 편집위원장은 최종결정을 모든 투고자들에게 통보한다.

8.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보완을 요구할 때 

심사자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는다.

9. 게재 판정을 받았더라도 다음의 경우는 게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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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학술지에 이미 발표된 논문

- 학위논문이나 저서 등에서 부분 발췌한 논문

제12조 이의제기 처리

 
1.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의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 심

사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 투고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차기 회의에서 수

용 여부를 결정한다. 

3.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편집위원회는 새로운 

심사위원 2인을 위촉하고, 재심결과에 따라 게재여부를 판

단한다. 이 경우 재심은 논문의 원본원고를 대상으로 하며, 

투고자는 소정의 재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학회지 제작 및 발행 

 
1. 학회지 제작에 관련된 제반 실무는 편집이사가 담당한다.

2. 학회지 발행 예정일은 매년 4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로 한다.

제14조 초청강연원고와 특별기고논문

 
초청강연원고와 특별기고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고자격과 무관하게 그리고 심사과정 없이 게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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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시행일자

 
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17년 10월 17일부터 시

행한다.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수사학회의 통례에 따

른다.

부  칙

 
2019년 6월 30일 개정

이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3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한국수사학회지 수사학 논문 투고 규정

2004.05.15. 제정

2004.10.05. 개정

2007.01.15. 개정

2014.03.31. 개정

2015.10.09. 개정

2019.06.30. 개정

2020.06.30. 개정

제1조 투고 자격

 
(가)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연회비를 성실히 납부한 자이어야 

한다. 

(나) 회원이 아닌 경우는 이사회가 결정한다.

제2조 투고 제한

 
(가) 타학회지와의 중복투고는 제한한다.

(나) 다른 곳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논문은 제외한다. 

(다) 동일호에 1인 1편의 논문만 투고할 수 있다.

(라) 윤리위원회의 판단 결과, 유사 또는 중복되는 주제로 연

속 투고 되는 논문은 접수를 제한한다. 

(마) 공동저자(특수관계인)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공동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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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이거나 공동저자의 가족(배

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인 경우 투고 접수를 제한한다.  

제3조 투고 내용 및 방법

 
(가) 학술논문으로서 수사학의 제반 문제를 대상으로 한 이론

적,  역사 적, 실용적 연구에 한정한다.

(나) 원고는 수사학 스타일에 맞추어 200자 원고지 150매 내

외 분량으로 작성하며, 학회 온라인 투고시스템에 투고한

다.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s://rhetorica.jams.or.kr 

(다) 투고 제출 시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에서 “윤리규정서약

서”에 반드시 서명 제출한다.

(라) 투고 제출 시 국내 문헌의 경우 KCI 논문유사도검사를 

실시하여 결과보고서를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에 반드시 

첨부하며, 외국문헌인 경우 턴잇인 등과 같은 표절검색 

전문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권장한다.  

(마) 모든 논문은 원고 앞에 국문요약을, 원고 말미에 영문요

약을 첨부하되, 그 분량은 20줄 내로 한다. 

제4조 투고 시한

 
학회지는 연 3회 발행하며, 원고접수 마감은 매년 2월 28일(4

월 30일 발행), 7월 31일(9월 30일 발행), 10월 31일(12월 31일 

발행)로 하되 투고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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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저작권 동의

 
(가) 학회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향후 게재되는 모든 저작물

의 저작권(지적재산권)은 본 학회에 귀속되며, 투고된 논

문의 게재 확정을 저자에게 통보하면 저작권 및 전송권

은 이후 본 학회에 이양된 것으로 간주한다. 

(나) 타 학술지에 투고하여 심사 중이거나 다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동일 내용의 원고는 게재할 수 없으며, 본지에 게

재된 논문은 동의 없이 다른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또

한 심사결과가 ‘게재 가’로 확정된 논문의 투고자는 온라

인 투고시스템에 최종 제출물을 제출할 때 ‘저작물 이용 

허락(CCL)’설정에서 ‘사용’을 선택하고 ‘저작물을 영리목

적으로 이용’에서 ‘허락하지 않음’을 선택하며, ‘저작물의 

변경 또는 2차 저작’을 ‘허락하지 않음’을 선택해야 한다. 

(다) 투고자는 한국수사학회가 전문 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집

행하는 수사학 게재 논문에 대한 PDF 파일의 판매 서

비스와 한국수사학회 및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홈페

이지에서 제공하는 논문 열람 서비스의 저작권 양도에 

동의해야 한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서비스 제

공 일체)

제6조 게재료

 
(가) 논문 투고 시 투고자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한다.

(나) 게재가 확정되면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한다. 학회가 규정

한 원고 분량(인쇄면 20쪽)을 초과한 논문에 대해서는 초

과 게재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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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비 및 게재료 산정 기준

심사비 : 2만원(심사위원), 6만원(투고자)

※ 외국어 논문인 경우, 3만원(심사위원), 9만원(투고자)

게재료 : 20쪽 기준 10만원. 

20쪽 초과 시 1쪽 당 5,000원 부과

연구비 수혜 논문 : 교내 지원논문 5만원 추가

교외 지원논문 10만원 추가

연회비 : 3만원

입회비 : 1만원

제7조 시행일자

 
(가)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19년 0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나)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수사학회의 통례에 

따른다.

부  칙

 
2020년 6월 30일 개정

이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3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한국수사학회지 수사학 원고 작성 지침

2004.05.15. 제정

2004.10.05. 개정

2007.01.15. 개정

2014.03.31. 개정

2015.10.09. 개정

2019.06.30. 개정

2020.06.30. 개정 

1. 원고형식

 
(1) 원고는 학회가 정한 방식에 따라 글로 작성한다. 원고작성지

침은 학회 홈페이지 또는 수사학회 JAMS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수사학회 홈페이지 : http://www.rhetorica.org

수사학회 JAMS 홈페이지

: https://rhetorica.jams.or.kr/co/main/jmMain.kci 

(2) 원고분량은 학회에서 정한 편집용지 20쪽을 기준으로 하며, 원

칙적으로 30쪽을 초과할 수 없다.  

(3) 논문작성을 시작하기 전 를 누르고 → 바탕글을 제외한 모든 

기존의 스타일 항목을 삭제한 후 → 창의 오른쪽 두 번째 메뉴

인 ‘스타일 끼워 넣기’에서 다운받아 놓았던 rhetorica.sty을 추가

하고 나서 논문작성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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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목

 
(1) 국문 논문의 경우 논문 제목은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한글로만 

표기한다. 

(2) 제목과 부제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을 바꾸고 줄표

(—)로 구분하며, 부제목은 작은 활자로 표기한다. 

3. 필자명 (소속)

 
(1) 필자명과 괄호 친 소속 사이는 한 칸을 띄고 쓴다. 

 김수사 (수사학대학교)

(2) 공동연구 논문일 경우, 필자명은 ‘주저자명 (소속)·교신저자명 

(소속)’의 순서로 표기한다. 단, 주저자와 교신저자의 소속이 같

은 경우 소속을 한 번만 표기한다. 

 김수사 (수사학대학교)·박수사 (레토릭대학교)

 김수사·박수사 (수사학대학교)

4. 본문

 
(1) 한글-외국어 병기

- 고유명사나 개념에 해당되는 외국어 원어는 처음 나올 때만 

병기하고 두 번째부터는 한글로만 적는다. 외국어를 병기할 

때에는 한글에 붙여 괄호 속에 넣는다. 예: 크나페(Knape)

- 보편적으로 알려진 인명, 지명, 문헌명은 한글로만 표기한다.

- 의미의 혼동 가능성이 없는 자명한 낱말은 한글로만 표기한다. 

(2) 부호 

① 단행본, 잡지,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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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문헌 속의 글, 개별 논문, 개별 작품: ｢  ｣로 표기 

③ 영화, 공연: <   >  

④ 문헌의 출판연도: 문헌 기호의 바깥쪽에 (   )로 표기  

 고대수사학(2012)에서 

⑤ 직접인용은 큰 따옴표 “   ”로, 간접인용, 재인용, 강조는 ‘  

’로 표기한다. 

(3) 인용

- 짧은 인용은 본문 속에, 3행 이상의 긴 인용은 행을 바꾸고 

좌우 여백을 둔 문단을 따로 만들어 쓴다. 

- 인용 문단은 위아래로 한 줄씩을 띄어 만들며 인용부호(따옴

표)는 생략한다. 

- 번역문과 원문을 병기할 경우, 번역문을 먼저, 원문을 나중에 

쓴다. 

- 번역문과 원문은 한 줄을 띄지 않고 붙여 쓴다. 

- 별행 인용 출전은 본문 안에 내주(본문주)로 제시한다. 저자명

과 발행연도 사이에는 한 칸을 띄우며, 발행연도 다음에 쪽수

가 나오면 콤마를 찍는다. 저자명은 서양어의 경우 성만 표기

한다.

 (김수사 2019, 123) (McLeod 1995, 87)

- 두 가지 이상의 인용 출전을 같이 표기할 때는 세미콜론(;)으

로 구별한다. 

 (김수사 2013, 133; 이수사 2018, 423)       

(4) 단순 인용 각주는 가급적 달지 않도록 한다. 다만, 본문의 논의 

전개에 꼭 필요한 정보일 때, 그리고 재인용이어서 원래의 저술

을 밝힐 필요가 있을 때에 각주로 처리한다. 인용의 출처는 아

래 예들을 참조하여 내주로 일관성 있게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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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발명’의 능력은 갈릴레이와 뉴턴 이래 근대과학의 핵심

적 인식능력으로 간주되었다(Böhme 2005, 109).

 이런 측면에서 보수적 혁명은 필연적으로 반동적 성격을 내

포할 수밖에 없다(안수환 2007, 78).

 이 작품을 중심으로 한 문화콘텐츠와 미디어매체의 관계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이미 연구되었다(박성은 2003; 김정배 

2011).

 크나페(2015, 29 이하)에 의하면 ……

(5) 각주에서 다루는 인용의 출처도 각주의 본문에 내주로 제시한

다.

5. 표와 그림

 
(1) 표와 그림에는 일련번호를 붙이되, 표에는 < >, 그림에는〔 〕

과 같은 괄호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예: <표 1>, 〔그림 1〕)

(2) 그림의 개체 속성은 ‘글자처럼 취급’으로 처리한다.

(3) 표 제목은 표 상단의 왼쪽 정렬로 작성하고, 그림 제목은 그림 

하단의 가운데 정렬로 작성한다. 

6. 참고문헌

 
(1) 참고문헌 목록은 본문에서 인용 또는 언급된 것으로 제한한다.

(2) 문헌배열 순서: 국문 문헌-외국어 문헌의 순서로 배열하되, 국문 

문헌은 저자명의 가나다 순으로, 외국어 문헌은 저자명(성)의 알

파벳 순으로 정렬한다.

(3) 국문으로 된 논문은 ｢ ｣안에, 저서는  안에 표기한다. 

(4) 외국어로 된 논문은 “ ”안에, 저서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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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저널이나 단행본 안에 들어 있는 글이나 논문의 경우, 반드시 

게재된 쪽 수를 밝힌다. 

(6) 저자명에 붙여 괄호 속에 발행연도를 표기하고 콤마로 구분한

다. 그 뒤에 논문이나 책 제목을 표기한 후 다시 콤마를 찍고 

발행지와 출판사를 적는다. 

(7) 잡지나 단행본 안에 들어 있는 외국어 논문의 경우 “  ”안에 표

기하고, 반드시 쪽수를 밝힌다. (이때 쪽수 기호는 넣지 않는다.)  

(8) 국문으로 된 저서는 출판사만 밝힌다.

(9) 외국어 논문인 경우 출판지와 출판사를 출판지: 출판사의 형식

으로 밝힌다.   

 바르트, 롤랑(1991), 사랑의 단상(김희영 옮김), 문학과지성

사. 

 박성철(2004), ｢외교텍스트의 수사학적 분석-연설유형론과 착

상 영역을 중심으로｣, 독일문학 89, 343-361. 

 푸어만, 만프레트(2012), 고대수사학(김영옥 옮김), 시와 진실. 

 Gutting, Gary(1994), The Cambridge Companion to Foucaul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McLeod, Owen(1995), “Aristotle’s Method”, History of 

Philosophy Quarterly 12(1), 1-18. 

 번역자가 있는 경우: Eikenbaum, Boris(1972), The Young 

Tolstoi, Kern Gary(Trans.), Ann Arbor: Ardis.

 吴铃(2005)，｢汉语手语语法研究｣，中国特殊教育 8, 15-22.

 편집자가 있는 경우: Knapp, Liza(2003), “The Setting”, 

Approaches to Teaching Tolstoy’s ‘Anna Karenina’, Liza Knapp 

and Amy Mandelker(Eds.), New York: Modern Language 

Association of America, 1-50. 



290 • 수사학 제41집 

7. 각주와 참고문헌 작성 시 주의사항

 
(1) 각주와 참고문헌 작성 시 끝에 마침표(.)를 찍는다.

8. 요약 

 
(1) 모든 논문의 원고 앞에 국문 요약을, 원고 말미에 영문요약을 

첨부하되, 그 분량은 20줄 내외로 한다.

(2) 외국어 요약에서 한국인 저자의 로마자 성명은 ‘성, 이름’ 순서

로 표기하고, 반드시 아래의 스타일을 따른다. 

 Hong, Gildong 

(3) 소속 대학은 약식표기 ‘Univ.’ 로 통일하여 표기한다.

(4) 외국어 요약에서 작품명이나 책제목은 겹낫표(   )가 아닌 이

탤릭체로 표기한다.

(5) 인용부호는 한글식 인용부호로 통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외국어 요약은 논문 제출 이전에 원어민의 교정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 주제어

 
요약 뒤에 논문의 주제어를 논문의 언어와 논문초록의 언어로 구분

하여 각각 5개 내외로 기입한다.

주제어:

Key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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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투고자 인적사항 

주제어 뒤, 원고 말미에 투고자의 이름, 소속, 직위, 이메일 주소를 

아래와 같이 기입한다. 저자의 직위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시간강

사 등으로 표기하며, 대학원생의 경우 전공과 학위과정을 명확하게 

명시한다. 이때, 논문의 집필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제1저자, 제2저

자 순으로 기재하며, 저자명 옆에는 괄호로 주저자 및 교신저자 등

을 밝힌다. 

 
김수사

수사대학교 수사학과 교수(부교수, 조교수, 강사, 연구원, 대학원생, 

등등)

이메일: susa@rhetoric.ac.kr 

김수사(주저자)

한국수사학대학교 수사학과 교수

이메일: Susa@university.ac.kr

박수사(교신저자)

한국레토릭대학교 수사학과 부교수

이메일: rhetoric@universit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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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그 밖의 사항은 아래의 원고작성 양식을 따른다. 

(1) 편집용지(F7) 

용지종류 사용자 정의 폭: 148     길이: 225
용지방향 세로 맞쪽

용지여백

위쪽: 16 머리말: 14
안쪽: 20 제본: 1.0

바깥쪽: 20
꼬리말: 10 아래쪽: 15

(2) 기본값(본문의 스타일) 
문단모양 글자모양

여백
왼쪽

여백
오른쪽

줄
간격

정렬
들여
쓰기

글꼴
장평
(%)

자간
(%)

크기
글자
속성

일반값(default) 0 0 170 양쪽 0 신명조 90 -8 10 보통

논문제목 0 0 170 가운데 0
국문 윤고딕140 100 -12 14.2 보통

영문 Arial 100 -12 14.2 보통

부제목 0 0 170 가운데 0
국문 윤고딕130 100 -12 11.6 보통

영문 Arial 100 -12 11.6 보통

필자명 (소속) 0 0 170 오른쪽 0
국문 윤명조130 100 -12 10.2 보통

영문 Times New Roman 100 -12 10.2 보통

본
문

내용 0 0 170 양쪽 10
국문 윤명조130 100 -12 10.7 보통

영문 Times New Roman 100 -12 10.7 보통

대제목:  I II 0 0 170 양쪽 0
국문 윤고딕330 100 -12 11.6 보통

영문 Arial 100 -12 11.6 보통

중제목: 1 2 0 0 170 양쪽 0
국문 윤고딕330 100 -12 11.2 보통

영문 Arial 100 -12 11.2 보통

소제목: 1) 2) 0 0 170 양쪽 0
국문 윤명조330 100 -12 11.2 보통

영문 Times New Roman 100 -12 11.2 보통

인용문/예문 20 15 158 양쪽 0
국문 윤명조120 95 -12 10.5 보통

영문 Times New Roman 95 -12 10.5 보통

  각 주 0 0 145 양쪽 -15.5
국문 윤명조130 98 -12 9.5 보통

영문 Times New Roman 98 -12 9.5 보통

※ 예) “들여쓰기 -15.5”는  “내어쓰기 15.5”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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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기 사항 

- 각주 1)-9)까지는 맨 앞 한 칸을 띄고 각주 번호를 시작한다. 

- 외국어 논문에서는 괄호의 앞뒤로 반드시 한 칸을 띄고 쓴다. 

- 낫표와 겹낫표를 입력할 때는 글 상단 바에서 “도구 → 글

자판 → 글자판 바꾸기 → 기타 → 겹낫표 입력”을 차례대로 

선택, 설정하여 사용한다.

문단모양 글자모양
여백
왼쪽

여백
오른쪽

줄
간격

정렬
들여
쓰기

글꼴
장평
(%)

자간
(%)

크기
글자
속성

참
고
문
헌

참고문헌 타이틀 0 0 160 왼쪽 0 국문 윤고딕120 100 -12 11.2 보통

참고문헌 
내용

0 0 160 양쪽 -20
국문 윤명조130 98 -12 10.7 보통

영문 Times New Roman 98 -12 10.7 보통

논
문
초
록

Abstract 0 0 160 왼쪽 0 영문 Arial 100 -12 10.2 보통

제목 0 0 160 가운데 0
국문 윤고딕120 100 -12 11.2 보통

영문 Candara 100 -12 11.2 보통

부제목 0 0 160 가운데 0
국문 윤고딕120 100 -12 10.2 보통

영문 Arial 100 -12 10.2 보통

필자명/소속 0 0 160 오른쪽 0
국문 윤명조120 100 -12 9.8 보통

영문 Times New Roman 100 -12 9.8 보통

내용 0 0 150 양쪽 10
국문 윤명조120 95 -12 9.8 보통

영문 Times New Roman 95 -12 9.8 보통

주제어(논문의 언어, 
영어)/ 필자의 이름, 
소속, 이메일 주소)

0 0 160 양쪽 0
국문 윤명조130 100 -12 10.2 보통

영문 Times New Roman 100 -12 10.2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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