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淸代 桐城派의 수사학적 모색 –氣와 그 理論體系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 백광준

淸代의 대표적 산문 유파인 桐城派의 글쓰기 이론을 대표하는 것은 義法說이다. 이 의법설
은 동성파의 태두라고 할 수 있는 方苞에 의해서 제기된 것으로, 《周易》에서 이른바 ‘言有
物’을 ‘의’로 ‘言有序’를 ‘법’이라 정리함으로써1) 글쓰기의 내용과 형식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
다. 이는 모호하지만 글쓰기에 대한 이론적 모색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리고 
필자가 보기에, 동성파의 학자들은 방포의 논의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후 지속적으로 이론
화에 대한 고민을 이어갔다.

이 글은 동성파가 글쓰기에 대해 가진 상기의 문제의식과 그것의 이론화라는 점에 주목하면
서, 글쓰기와 관련하여 그들이 주장한 氣論을 중심으로 그들의 수사학적인 모색을 살펴보고자 
한다.2) 곧 그들의 문학이론이 딛고 서 있는 인식들을 추론함으로써 그들이 이해하는 작가와 
텍스트, 글쓰기에 대한 종합적 인식 체계를 구성해내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글쓰기 방법론

글쓰기를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 曾國藩은 《家訓》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글자를 쓸 때 고인의 틀을 모방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문장을 지을 때 역시 고인의 틀을 모방하여야 
한다. ……韓愈, 歐陽脩, 曾鞏, 蘇軾 등 큰 인물들의 글도 모두 모방한 바를 갖춤으로써 틀을 이룬 것
이지. 네가 이후 문장을 짓건 시를 짓건 모두 모방을 한 뒤에라야 틀이 갖추어 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 효과의 성취가 비교적 빠르고, 그 접근 방식이 비교적 편리하니까.3)

이러한 학습 방법은 구체적인 방법론이 부재한 상황에서 가장 기본적인 훈련 방식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이는 마치 전통 시대 화가들이 그림을 배울 때 명가의 그림을 臨摸하는 것과 흡
사하다. 증국번이 말하듯, 효과도 빠르고 방법도 편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글쓰기를 익
히는 초학자들에게 가장 우선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화단에서의 임모처럼 문단에서 모방을 연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림을 그대로 
옮겨 그리듯, 어떤 대상 문장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문장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동성파 작가들이 무엇보다 중시했던 것은 바로 ‘熟讀深思’였다. 

1) 方苞, <又書貨殖傳後>: “《春秋》之制義法, 自太史公發之, 而後之深於文者亦具焉. 義即《易》之所謂‘言有

物’也；法即《易》之所謂‘言有序’也. 義以爲經而法爲之, 然後爲成體之文.”(《望溪先生全集》卷二, 中華

書局, 33쪽)

2) 여기서 말하는 수사학은 윤리에 바탕을 둔 화자의 언설과 문의 일치라는 관념 속에서 글쓰기에 임했던 중국적 

전통에 바탕을 둔 개념임을 밝혀둔다.(송미령, <중국 수사학에 대한 소고 –서양 수사학과의 비교를 중심으

로>, 65쪽; 염정삼, <‘文’ 개념을 통해 본 중국적 수사의 특성>, 186쪽 참고)

3) 曾國藩, 《家訓ㆍ諭紀澤》: “不特寫字宜摹仿古人間架, 作文亦宜摹仿古人間架. ……韓ㆍ歐ㆍ曾ㆍ蘇諸巨子之

文, 亦皆有所摹擬, 以成體段. 爾以後作文作詩賦, 均宜心有摹仿, 而後間架可立, 其收效較速, 其取徑較便.”

(《姚曾論文精要類徵》, 1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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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을 학습할 때는 신묘한 이치를 터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외양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 李白, 

杜甫의 시는 그 신묘한 이치를 터득하지 않으면, 특히 조잡해져버린다. 지금도 다른 방법이 있지 않으
니, 다만 그것을 숙독하여 그 해법을 터득해야 할 따름이다.4)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 姚鼐는 숙독을 통해 고인마다의 글쓰기의 정수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옛날과 오늘날은 격절되어 있으니 오늘날로부터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려
면 모방하여 학습하지 않고서 어떻게 다가갈 수 있겠는가.”5)라고 말하며 기본적으로 모방을 
통한 고문의 학습을 주장하였고, 그 모방이 외양의 답습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숙독을 통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그 구체적인 방법은 역시 동반되지 않은 채로 제시되고 있을 따름이다. 그렇다면 이 
이상 이론화는 진전되지 않았던 것일까? 그렇지 않다. 그 돌파구는 독서의 방식에서 찾아졌다. 

아래 인용문에서 요내가 밝히고 있듯이, 그들이 말하는 숙독은 단순히 책을 깊이 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대체로 고문을 학습하는 사람은 반드시 소리 내어 바르게 읽고 또 천천히 읽어야 하니, 그저 오래 
지나면 스스로 깨닫게 된다. 만약 단지 묵묵히 보기만 한다면 평생 문외한일 것이다.”6)

그들에게 읽는다는 행위는 소리 내어 읽는 것을 뜻하였다. 소리를 내어 정독을 하면서 깊이 
생각하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올바른 독서법이었다.

글쓰기 이론 모색과 ‘氣’

그렇다면 그들이 말한 바, 고문 학습의 방법론으로 낭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
엇일까? 아래에서 보듯, 그것은 소리를 통한 기의 터득이다.

고인의 문장이 천지와 함께 영원한 것은 기실 氣로 힘을 싣고 聲으로 영속화하는 데 힘입은 것이
다. 그러므로 책을 읽을 때 聲과 氣, 두 가지 사이에서 터득할 수 없다면 다만 쓸모없는 일일 따름이
다.7)

그리고 이러한 聲과 氣의 연관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다듬어 내놓은 이론적 결과물이 바로 
‘因聲求氣’라는 설명이었다. 이는 동성파의 이론 가운데 비교적 널리 알려진 것으로, 소리를 
통해서 氣를 얻는다는 것을 뜻한다.

이를 통해 그들의 인식 속에서 낭송이 글쓰기 이론을 살피는 구체적인 훈련으로서의 의미를 

4) 姚鼐, <題懷寧江七峰詩卷>: “學古人貴在得其神理, 不可襲其面目. 李杜詩不得其神理, 殊成粗率. 今亦無他法, 

但熟讀之, 必求得其解而已. 又須觀後賢所以學前賢之法. 如學杜莫善於昌黎, 昌黎豈遂偸杜一字一句乎? 學李者

莫善於東坡, 東坡豈遂肯用‘噫吁嚱’等調乎? 學杜但貴得其雄渾處, 沈着處, 兀傲不測處, 學李但貴得其豪縱處, 

洒脫自在處, 飄逸處. 又須將我之性情, 識解, 學問運入, 當其下筆, 若不知有李杜然, 玆乃妙矣.”

5) 姚鼐, <跋劉海峰詩>: “夫古今暌絶, 以今追昔, 非擬學何由得近.”

6) 姚鼐, <與陳石士書>: “大抵學古文者, 必要放聲疾讀, 又緩讀, 祇久之自悟. 若但能黙看, 則終身作外行也.”

7) 曾國藩: “古人文章, 所以與天地不敝者, 實賴氣以昌之, 聲以永之, 故讀書不能求之聲氣二者之間, 徒糟粕耳.”

(《日記》辛酉十二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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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이유는 이를 통해 ‘氣’를 느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동성파 제가 가운데 ‘기’의 문
제를 먼저 주목한 인물은 劉大櫆이다. 그의 기와 관련된 이론 체계를 통상 神氣說이라 명명한
다. 김경국의 분석에 따르면, ‘신’은 작가의 정신기질이고 ‘기’는 이것이 작품 속에 발현된 것을 
뜻하는 것이다.8)

음절이 고양되면 ‘神’과 ‘氣’가 틀림없이 높고 음절이 저하되면 ‘신’과 ‘기’는 틀림없이 낮다. 그러므
로 음절은 ‘신’과 ‘기’의 결과물이다. ……글자와 구는 音節의 기본 단위이다. 글자를 쌓으면 句가 이루
어지고 句를 쌓으면 章이 이루어지고 章을 쌓으면 글이 이루어진다. 이를 모아놓고 읽으면 음절이 드
러나며, 노래하고 읊조리면 ‘신’과 ‘기’가 발현된다.9)

여기서 잠시 종래의 기론에 대해 검토해보기로 하자. 이는 동성파의 기론이 가지는 문학사
적 의미를 정초하기 위해서이다. 통상 문기론은 孟子와 曹丕에게서 그 기원이 찾아진다.10) 이
들 둘의 이론적 차이에 대해 劉若愚는 “맹자는 기가 의를 통해 배양되는 것으로 서술하였으
나 조비의 기 개념에는 도덕적 함의가 들어있지 않다. 맹자는 기를 배양할 수 있고 또한 志의 
통솔을 받는 것으로 주장하지만 조비는 기가 억지로 얻어질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의지의 
통제도 받지 않는 것으로 여겼다.”고 분석한 바 있다.11) 이에 따르면, 맹자의 기는 후천적인 
기, 조비의 기는 선천적 기로 양분할 수 있으며, 이 기준에 의거하여 분류한다면, 동성파의 기
론은, 전체적으로 볼 때, 대체로 후천적 기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정제된 언어로 이론을 제시할 때는 대체로 후천적 기에 입각하고 있
지만, 실제 그들의 이론을 음미해보면, 후천적으로 함양된 기에만 머무르고 있지 않다는 사실
이다. 

문장의 구성 그리고 작가

이렇듯 본원적 자질로서 기의 가능성 또한 열어둠으로써, 기는, 작가가 양기를 통해 함양하
여 작품 속에 발현시킨 것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작가의 선천적 고유성을 구성하는 본원적 요
소로서 개념화되었다.

‘기’와 문장 간의 상관성에 관한 고민은 한유로부터 비롯하였다. 그는 “문장의 기는 물이요, 

말은 물에 뜨는 물건입니다. 물이 많으면 물 위에 뜨는 것이 크든 적든 모두 뜨게 될 것입니
다. 기와 말은 이와 같아서 기가 성하면 말의 장단과 성조의 고저가 모두 적당하게 됩니다.”12) 

라고 말한 바 있다. 한유는 동성파 작가들이 추숭했던 인물로, 그의 이상의 관점은 동성파의 
문학이론 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13) 동성파 작가들은 위와 같은 한유의 논의에서 한 발 
더 나아갔다. “사람의 기는 언어가 표출된 것이다. 문장은 또한 언어의 정수이니, 그러므로 기

8) 金慶國, <劉大櫆의 《論文偶記》 解題와 譯註(上)>, 359쪽

9) 劉大櫆, 《論文偶記ㆍ十四》: “音節高則神氣必高, 音節下則神氣必下, 故音節爲神氣之跡. ……字句爲音節之

矩. 積字成句, 積句成章, 積章成篇, 合而讀之, 音節見矣, 歌而詠之, 神氣出矣.”

10) 姚永樸, 《文學硏究法》, 117쪽

11) 劉若愚, 《中國文學理論》, 141-144쪽(김민종, <맹자, 조비, 유협의 문기론 비교>, 39-40쪽 재인용)

12) 韓愈, <答李翊書>: “氣, 水也; 言, 浮物也. 水大而物之浮者大小畢浮. 氣之與言獨是也, 氣盛則言之短長與聲

之高下者皆宜.”

13) 朱任生 編著, 《姚曾論文精要類徵》, 188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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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요하다.”14)는 언설에서 보듯, 기를 문장에서 나아가 작가의 언어와 연관시켰다. 

글자란 사람의 언어이다. ‘기’가 그것을 채우니, 그 글을 보면 백 세 이후에라도 그 사람과 대면하여 
여기서 함께 말하는 것과 같다. ‘기’가 없으면 글자가 쌓인 것일 따름이다.15)

이에 이르면 기는 작가의 성정으로뿐만 아니라 어조로서 문장으로 발현되기에, 문장은 작가
의 존재양식의 의미를 띠게 되는 셈이다. 곧 작가의 성정을 배태하는 본원적 기질로서의 자질
을 내세우는 것은, 그들의 인식 속에서 기가 작가의 현현으로서의 위상을 부여받고 있음을 말
하는 것이다. 소리와 성정을 기반으로 작가와의 대면을 지향해야 한다는 발상은 이러한 일련
의 인식 과정과 맞물려 있는 셈이다. 

면모를 갖추려면 전적으로 자구, 음절에 의존하고 특히 성정에 의존하여, 사람들에게 천년 뒤에도 
서로 대면한 것처럼 해야 한다.16)

결과적으로 동성파 학자들의 이러한 이론적 모색 덕분에 고래의 ‘文如其人’이라는 관점이 
이론적으로 설명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식체계 안에서는, 이제 문장에 녹아들어있는 
기를 실감할 수만 있다면 기의 발현체로서의 문장, 나아가 작가와의 합일이 실현될 것이다. 

옛 사람들의 글을 배우고자 한다면 그 처음에는 소리로부터 기세를 구해야 한다. 그 기세를 얻으면 
뜻과 문사가 대체로 그로부터 말미암아 아울러 현현하니 법은 이에 다름 아니다. 그러므로 그 일단을 
장악하면 그 나머지는 실마리가 되어 도출된다. ……작자가 죽은 지 오래되었지만 나는 그 세계에 이르
고 그 경계에 통하고자 한다. 그들은 의도치 않고 지었기에 어느 것에도 이르지 않은 바가 없으니, 반
드시 깊이 또 오래 음송하여 나와 고인 간에 간극이 없이 의기투합하게 한 연후에 자연스러운 오묘함
에 깊이 합치되고 그 뛰어난 점을 궁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요내와 여러 사람들이 소리로부터 기
를 구한다는 논의는 바꿀 수 없는 것이다.17) 

그에 따르면, 작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작가의 현현으로서 텍스트에 담긴 그 ‘기’는 
존재하기에, 낭송을 통해 그 ‘기’를 오래 음송함으로써 작가와의 간극이 없이 합일되는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곧 텍스트에 담긴, 작가의 현현으로서의 ‘기’, 그 ‘기’를 낭송을 통해 
읊조림으로써 시대를 초월하여 작가에게로까지 가닿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그들의 이러한 글쓰기 이론 모색의 배경에는 현실적 필요
성이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작가와의 대면을 지향하는 그들의 글쓰기 방법
론이 공교롭게도 당시 팔고문 글쓰기의 기제와 절묘하게 부합하고 있기 때문이다. 팔고문은 
과거시험을 위한 전문 글쓰기로, 그 주된 성격은 성인을 대신하여 입언하는 데 있었다. 다시 

14) 姚永樸: “夫人之氣, 言語其著焉者也. 文章又言語之精也, 故以氣爲重.”(《文學硏究法》, 117쪽)

15) 姚鼐, <答翁學士書>: “文字者, 猶人之言語也. 有氣以充之, 則觀其文也, 雖百世而後, 如立其人而與言於此, 

無氣則積字焉而已.”

16) 方東樹: “欲成面目, 全在字句音節, 尤在性情, 使人千載下如相接對.”(《文學硏究法》, 101쪽)

17) 張裕釗, <答吳摯甫書>: “欲學古人之文, 其始在因聲以求氣, 得其氣, 則意與辭往往因之而並顯, 而法不外是也. 

是故挈其一而其餘可以緒引也. ……夫作者之亡也久矣, 而吾欲求至乎其域, 則務通乎其微. 以其無意爲之而莫不

至也, 故必諷誦之深且久, 使吾之與古人訢合於無間, 然後能深契自然之妙, 而究極其能事. ……故姚氏暨諸家因

聲求氣之說, 爲不可易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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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해서, 응시자가 경서를 쓴 저자의 입장이 되어서 주어진 경서의 단락에 대해 답을 하는 것
이 팔고문 글쓰기의 방식이었다.

그렇다면 당시 응시자들이 시험 준비를 하면서 무엇보다 고민해야 했을 것은, 어떻게 저자
의 입장에 동화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일 수밖에 없다. 낭송을 통해 작가의 글쓰기의 물성을 감
지하는 것, 그 기세 속에서 저자의 성정을 이끌어내는 것 등은 팔고문 시험을 준비하는 생원
들에게는 시급히 갈고 닦아야 할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代古人語氣爲之’, 곧 성현의 ‘語氣’를 
대신하여 서술해야 하는 팔고문의 요구사항과 고인의 음절을 터득하는 데 지향을 둔 학습 방
법은 분명 깊은 관련성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桐城派의 문장론과 그 수사학적 의의

“서양 수사학은 변론 기술에서 출발하여 연설 기술로 체계를 확립하면서 언어의 기능적 측
면을 강조했다면, 중국의 수사는 내면의 덕(德)을 닦아 문장으로 표현함으로써 교화를 실현하
고자 하는 정신적 측면을 강조”18)하였다고 알려진다. 상대적으로 중국에서는 글 중심으로 발
전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대표적으로 공자의 언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말재주를 
경계하고 덕성을 강조했던 인식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중국에서도 말하기 전통
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최초의 ‘수사’라는 어휘의 용례가 도덕성과 실천성을 내포하고 있고 
또한 그러한 견지에서 말보다는 문에 더 비중을 두었던 공자의 언급들로 미루어, “말하는 능
력은 ‘문’을 사용하는 능력으로도 대체될 수 있는 것”19)으로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배경에서 중국수사학의 근원은 서양과 달리 어문학에서 비롯하게 되었다.20)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동성파의 이론체계는 중국수사학의 발전 속에서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우선 말과 문의 상호관계를 이론적으로 규명한 점을 들 수 있다. 바로 앞에서 
보았듯이, 종래 중국수사학은 말보다 문장의 능력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고 논의되어왔다. 하
지만, 사실 그 말이 윤리성을 수반하고 있다면 그때의 말은 부정될 이유가 없는 것이었다. 동
성파가 제시한 ‘인성구기’는 소리를 통해 문장의 기를 파악한다는 것으로, 그 기는 작가의 ‘語
氣’, 곧 어조의 성격 또한 갖고 있는 것이어서, 문장으로부터 작가의 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론적 노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사람의 말로부터 문장까지를 인과적으로 제시하여 말과 
문장의 상호 연관성을 설명해낸 것이기에, 말이 도외시된 채 문장에 초점이 두어진, 이전 전통
시기의 제 이론에 반영된 불균형을 극복하고, 또한 말과 문 사이에 애초 존재하던 상관성을 
복원하고 있다는 데 큰 의의를 지닌다.

또한 그들의 이론은 “중국 수사학은 의사소통의 삼자인 화자, 청자, 담론 중 화자에 가장 
무게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화자의 도덕적 인품이 언어의 표현과 청중의 교화
를 위한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21)는 관점의 유효한 주석일 수도 있다. 동성파 작가들이 지
향했던 것은 낭송을 통해 기를 느끼고 이로부터 작가의 어기와 합일됨으로써 작가와 대면하는 
곳까지 나아가는 것으로, 화자를 문장의 출발이자 모든 것으로 생각하는 인식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지적되어야 할 것은, 그들의 이러한 이론적 모색을 통해 이제 고인의 

18) 송미령, <중국 수사학에 대한 소고 –서양 수사학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66쪽

19) 염정삼, <‘文’ 개념을 통해 본 중국적 수사의 특성>, 186쪽

20) 이윤경, <중국 수사학의 의미와 연구 동향에 관한 고찰>, 64쪽

21) 송미령, <중국 수사학에 대한 소고 –서양 수사학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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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이해할 수 있는 학습의 길이 열렸으며, 이는 동시에 중국수사학의 성격 규정과 관련한 
다른 문학사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소리를 통해 텍스트에 내재한 ‘기’를 
습득하고 이로부터 고인을 직접 대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결과적으로 실천 가능한 글쓰
기 이론을 배태하고 있는 것이다. 곧 기존의 양기설은 유가적 수양에 바탕을 둔 것으로, 덕성
을 갖추면 글은 자신도 모르게 이루어진다는 발상으로 이어졌다. 이는 윤리성에 근간한 중국
수사학이라는 종래의 설명들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그러나 양기설에 바탕을 둔 글쓰기 기제의 이해에서는 실제 글쓰기에서의 이론들과 일정한 
간극이 설명되지 못한 채 비워져 있을 따름이다. 상대적으로 그 간극을 메워나가고자 하는 동
성파 작가들의 사유실험은 결과적으로 소리로부터 기를 얻을 수 있다는 돌파를 이뤄냈고, 이
로부터 작가만큼의 수양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글쓰기 학습을 통해 고인을 이해하고 그 어조
가 존재하는 글을 이해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동성파 학자들 역
시 그 이론의 주된 바탕을 양기론에 두었으나, 이론적 모색 속에서 그들이 상정한 기는 기존
의 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학습을 통해 습득 가능한 것으로 재설정된 것이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이론화의 실현은 수사학적 측면에서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하나의 사건
이라 할 만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통시기 제 이론에서 작가와 글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에 
대해 이를 통해 도달할 수 없는 작가라는 아우라를 존속시키고, 또한 그 간극은 수양을 통해
서 다가가야 한다는 전통적인 유가적 가치의 지속 또한 지켜주는 하나의 장치로 요청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보자면, 그 심연을 건너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은, 작가는 상대화되고 그 글쓰기의 위상 또한 실천 가능한 대상으로 탈바꿈되는 변화의 가
능성이 마련되는 셈이다. 그들이 이러한 결과들을 의도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론적 모색
을 쉼 없이 추구한 결과, 전통적 인식, 곧 유가적 자장에서 벗어나 문학의 적극적인 역할이 발
견되기에 이른 것이다. 아마도 이는 학술적 측면에서 성리학, 고증학과 함께 문학을 주요 학술
의 하나로 내세우며 문학의 역할을 중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쓰기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하려
는 문제의식과 지속적인 실천 속에 내재된, 필연적 도달 지점이 아니었을까.

끝으로 요영박이 동성파 문학 이론을 총정리한 《문학연구법》을 남기자, 그 제자의 한 사
람인 張瑋는 서문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지금 일부에서는, 서양의 문예학자들은 문채를 취하지 않고 실용적으로 논한다고 생각하며, 의법을 
살피는 일체의 논의를 서로 더불어 꺼리며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데, 나는 그들이 서양문예학에 
대해 과연 깊이 이해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겠다. 말에 문채가 없다면 멀리까지 전해지지 못한다. 어느 
날 그 마음속에 깨달은 바를 표현하고자 하지만 혹여 전해질 수가 없다면 장차 틀림없이 이를 다시 취
하게 될 것이다.22)

우리는 서양에서 장구히 발전해온 수사학의 역사를 알기에, 위의 논의가 실제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 따라서 위의 논의는, 서양 문물이 쏟아져 들어오던 20세기 초반의 중국 상
황에서, 신문, 잡지 등 매체를 통해 서양의 실용적 문체만 접하였던 상황으로 인해 빚어진 오
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그러한 실용적 문체는 근대화의 일환으로 활성화되었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비판은 당시 아직 근대화에 접어들지 못한 중국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22) 張瑋, <原序>: “今或謂西文藝學家質言之, 無取于文, 一切品藻義法之談, 有相與厭棄而不屑道者, 吾不知其于

西文果有心得否耶? 言之無文, 行之不遠. 一旦欲發摅其胸中之所得, 而或不能達, 將必復有取乎此.”(《文學硏

究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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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보자면, 당시 근대화를 서두르며 전통적인 가치들을 버리는 
것이 옳기만 한 것이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다. 그의 말처럼, 말을 
아름답게 표현한다는 것이 어찌 비단 중국의 전통적 문론의 세계 안에서만 유효한 것이겠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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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 삼단 논법으로 분석한 『장자‧양생주』와 교육에의 적용 방안

고지영1)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생략 삼단 논법으로 분석한 「양생주」
3. 「양생주」를 활용한 수업 방안
4. 나가는 말

1. 들어가는 말

『장자』는 제자백가서의 하나이면서 立言散文의 하나로 분류된다. 이는 『장자』라는 텍스트
의 성격이 지금의 글쓰기 관점에서 보면 설득의 글쓰기로 분류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莊周는 자신의 주장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을 택하여 저술 활동을 
하였을 것이라 짐작해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그동안 설득의 측면에서 『장자』 텍스트를 분
석하기보다는 寓言, 비유, 은유와 같은 문학성의 틀에서 『장자』를 바라보려 하였다. 이에 본 
글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논증의 수사학의 개념을 빌어와 『장자』를 분석하고, 이를 교
육에 적용시켜 보려 한다. 이를 위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모든 논증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공통된 방법인 ‘예증법’과 ‘생략 삼단 논법’ 중 생략 삼단 논법을 『장자』 內篇에서도 「養生主」
편에 적용하여 살펴보겠다.

2. 생략 삼단 논법으로 분석한 「양생주」

생략 삼단 논법은 삼단 논법의 대전제, 소전제, 결론 중 하나가 생략된 채 제시되는 것을 
일컫는다. 즉, 화자가 던진 단초를 바탕으로 청자가 생략된 부분을 메꾸면서 스스로 결론을 
도출해 내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다. 생략 삼단 논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청자 혹은 독자에게 
생략된 부분을 복원하게 함으로써 논증의 구성 과정 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설득이라
는 원래의 목표에 보다 잘 부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1) 이런 생략의 방법은 확언하여 표현할 
수 없는 道의 개념을 설명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추론의 방법이었을 것이다. 

「양생주」편을 시작하는 논설에서부터 생략의 방법이 사용된다.

우리의 생명은 한계가 있지만, 아는 것은 무한하다. 끝이 있는 것으로 끝이 없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위태로울 뿐이며, 그런데도 알려 하는 것은 더더욱 위태로울 뿐이다. 
(吾生也有涯, 而知也無涯. 以有涯随無涯, 殆已; 已而爲知者, 殆而已矣.) 

* 본 발표문은 「莊子의 글쓰기를 통한 논증 교육」(중국인문과학, 2020)을 수정‧보완하여 작성되었다.
1) 박성창, 『수사학』, 문학과지성사, 2017, 64-65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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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에는 한계가 있고, 앎에는 끝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진술 
즉, 대전제이다. 그리고는 이어서 有限한 생명으로 無限의 것을 추구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결론을 이야기한다. 한눈에 봐도 중간 단계가 생략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생략된 
단계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장주는 그다음에 제시한다. 

선을 행하되 명예에 가까이 가지는 말고, 악을 행하더라도 벌에 가까이 가지는 말라. 중도를 따라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몸을 보전할 수 있고, 생명을 온전히 할 수 있고, 어버이를 봉양할 수 있
고, 주어진 천수를 다 채울 수 있다.
(爲善無近名, 爲惡無近刑. 緣督以爲經, 可以保身, 可以全生, 可以養親, 可以盡年.) 

아리스토텔레스는 “증명하는 논제 중 한 가지는 반대되는 것에서 얻는다”2)고 하였는데 이
를 적용해 보면, 나쁜 일을 부득이하게 하더라도 벌을 받을 정도로 하면 안 되듯이 착한 일을 
하더라도 유명해질 정도로 억지로 해서는 안 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은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는 것이며 일체 부득이함에 맡기는 것”3)이 道
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무엇도 억지로 하려 하지 말고 자연의 순리에 따라 중도
를 지키는 것이 주어진 천수를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有限의 생명을 가진 인간이 선을 행한
답시고 永遠의 명예와 같은 것을 추구한다면 결국 이 때문에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장주는 「양생주」의 시작부터 글의 순서를 바꿈으로써 독자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앞뒤 문맥에 따라 추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생략 삼단 논법이 말하기가 아닌 글에서 표현되었을 때의 구성 방법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장주는 여기에 庖丁解牛의 우언까지 덧붙여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19년 동안 소
를 해체하였지만 자신의 칼은 막 갈아 나온 것 같다는 포정의 말에 문혜군은 養生을 터득했다
고 말한다. 소를 잡는 일을 하는 포정은 비록 지위가 낮은 계층의 사람이지만 자신의 이름을 
날리고자 그 칼을 다른 데 쓰지 않았기에 숱한 전쟁으로 목숨을 잃는 일이 빈번했던 춘추전국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었고, 소를 자르며 칼을 쓰되 억지로 베는 것이 없으니 칼 역시 그 수
명을 다 할 수 있었음을 이야기한 것이라 이해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포정의 이야기는 자신
의 생명을 온전히 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중도를 따라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데(緣督以爲經)’에 있다는 예로 등장한 우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구조만 보더라도 「양생주」는 연역의 방법을 따르면서 생략 삼단 논법을 사용하고, 
여기에 다시 예증법으로 그 논증을 부연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포정의 우언에 뒤이어 
한쪽 다리를 잃은 右師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공문헌이 우사를 보고 놀라서 말하였다. “이게 누구인가? 어이하여 외발이 되었소? 하늘인가, 사
람인가?” 
(우사가) 말하였다. “하늘(이 한 일)이지, 사람(이 한 일)이 아니오. 하늘이 나를 낳을 때 외발이 
되게 한 것이오. 사람의 용모는 주어진 것이니, 이로써 이것은 하늘이 한 일이지 사람이 한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소.”
(公文軒見右師而驚曰: “是何人也? 惡乎介也? 天與, 其人與?” 曰: “天也, 非人也. 天之生是使獨
也, 人之貌有與也. 以是知其天也, 非人也.”) 

2) 아리스토텔레스, 천병희 옮김, 『수사학/시학』, 숲, 2019, 208쪽.
3) 황병기, 「『莊子·養生主』편에 나타나는 생명의 주인」, 『양명학』 제37집, 2014, 377쪽.

12



- 3 -

이를 삼단 논법으로 구성해 보면 대전제는 ‘사람의 용모는 하늘이 주는 것이다’이고, 소전
제는 생략되어 있으며, 결론은 ‘그러므로 내가 외발인 것은 하늘이 한 일이다’가 된다. 소전제
가 생략된 까닭은 ‘介’字에서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다. “‘介’는 ‘홀로(獨)’라는 뜻으로 다
리가 하나밖에 없다는 의미이다. 일설에 ‘介’는 ‘兀’로 보아야 하는데, 다리를 하나 잃은 것을 
의미한다”4)고 하였다. 郭象도 “介는 刖의 이름”5) 즉, “介는 발꿈치를 베는 형벌인 刖과 通用
하는 글자”6)로 보았다. 그렇다면 우사는 태어나면서부터 외발이 아니라 두 발로 태어났으나 
형벌을 받아 외발이 된 것이라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위의 내용을 삼단 논법으로 
재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대전제] 사람의 용모는 하늘이 주는 것이다.
[소전제] 나는 형벌을 받아 외발(介)이 되었다. (생략된 부분)
[결  론] 그러므로 내가 외발(使獨)인 것은 하늘이 한 일이다.

이렇게 본다면 형벌을 받아 외발이 된 것을 차마 스스로 밝힐 수 없어서이기도 하겠으나, 
형벌이란 것도 결국은 하늘의 뜻이라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 생략의 방법을 택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구태여 외발이 된 과정을 말하지 않더라도 대전제와 결론만으로도 하늘과 
사람 중 누가 한 일인지에 대한 대답으로는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늘이 한 일임을 밝
히면서 형벌로 인해 외발이 되었음을 말하는 것은 설득의 측면에서 보자면 오히려 불리한 증
거를 추가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소전제를 과감히 생략하는 것이 설득력을 더 배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형벌을 받아 외발이 되었다’는 부분을 언급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있다.

못가의 꿩은 열 걸음에 한 입 쪼아 먹고, 백 걸음에 물 한 모금 마시지만, 새장에서 길러지기를 
바라지 않는다. 정신은 비록 왕이지만 좋게 여기지는 않는다.
(澤雉十步一啄, 百步一飮, 不蘄畜乎樊中. 神雖王, 不善也.)

이어지는 꿩 이야기에서 ‘야생의 꿩은 비록 배는 굶주릴지언정 새장에 갇히기를 바라지 않
는다’는 내용은 대전제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새장 안의 꿩은 주인이 먹이를 주고 천적들에게
서 보호해 주니 그 안에서는 스스로 왕이라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갇혀 있는 처지이기에 좋아
하지는 않는다’는 내용은 소전제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생략된 결론은 바로, ‘하물며 인간이
랴!’가 될 것이다. 하찮아 보이는 미물인 꿩마저도 배고픔보다는 자유를 추구하는데, 하물며 
인간은 오죽하겠는가를 생략하여 독자 스스로 그 답을 유추해 내게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답
을 유추하였다는 것은 이미 독자가 이러한 설득에 한 걸음 더 다가갔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장주는 「양생주」의 곳곳에 생략 삼단 논법을 활용하여 독자 스스로 생략된 부분을 
채워 넣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독자가 자연스레 사유할 수 있게 하고, 결국은 설득의 
길로 들어서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를 단순히 비유나 은유의 방법으로 사용된 
우언이라고만 접근한다면 장주의 이러한 설득의 말하기를 이해하는 것도, 그리고 이처럼 다양
한 우언이 사용된 까닭도 파악하기 힘들어질 것이다. 

4) 莊周 原著, 張耿光 譯注, 『莊子全譯』, 貴州人民出版社, 1994, 52쪽.
5) “介, 偏刖之名.” (郭慶藩 撰, 『莊子集注‧上』, 中華書局, 2008, 124쪽)
6) 안병주･전호근 공저, 『역주 장자1』, 전통문화연구회, 2008, 1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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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생주」를 활용한 수업 방안

1) 논증 방법 분석
교수자가 우사와 꿩의 우언을 통해 「양생주」에 사용된 논증 방법을 밝히는 과정을 본 학습

자는 「양생주」의 다른 우언과 논설에도 이와 마찬가지의 논증법이 사용되었으리라 생각하고 
그 논증법을 밝히는 데에 집중하여 남아 있는 텍스트를 읽기 시작할 것이다. 바로 ‘모방 학습’
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즉, 교수자는 어떠한 지시나 명령 없이 자신이 「양생주」를 읽는 
방법을 시범 삼아 보여줌으로써 단순히 텍스트를 읽고 감상하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분석적 
읽기’의 방법으로 학습자의 학습 방향을 전환시킨 것이다. 이렇게 학습 방법이 전환된 학습자
에게 지금까지의 이야기보다 해석이 더 까다로운 우언이 남아 있다.

老聃이 죽었는데 秦失이 문상가서 세 번 곡하고는 나와 버렸다. 그러자 제자가 물었다. “선생님
의 친구분이 아니십니까?” 
(진일이) 말하였다. “그렇지.” 
(제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조문을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진일이) 말하였다. “되지. 처음에 나는 그 사람이라 여겼지만, 지금은 아니라네. 아까 내가 들어
가 조문하는데, 늙은이는 마치 자식을 잃은 것처럼 울고, 젊은이는 마치 어머니를 잃은 것처럼 울
었다네. 이처럼 저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 까닭에 말을 바라지 않았는데도 말하거나, 울기를 바라
지 않았는데도 우는 사람이 반드시 있게 되는 것이라네. 이것은 천리를 저버리고 인정에 어긋나
게 그 받은 바를 망각한 것으로, 옛사람들은 이를 일러 ‘하늘을 회피한 벌’이라고 하였네. 마침 온 
것은 선생이 때가 되어서요, 마침 간 것도 선생이 따른 것이라네. 때를 편안히 여기고 순리에 처
한다면 슬픔과 기쁨이 끼어들지 못할 것이니, 옛사람들은 이를 일러 ‘매달린 것이 풀린 것’이라 
하였네.” 
(老聃死, 秦失弔之, 三號而出. 弟子曰: “非夫子之友邪?” 曰: “然.” “然則弔焉若此, 可乎?” 曰: 
“然. 始也吾以爲其人也, 而今非也. 向吾入而弔焉, 有老者哭之, 如哭其子; 少者哭之, 如哭其母. 
彼其所以會之, 必有不蘄言而言, 不蘄哭而哭者. 是(遯)[遁]天倍情, 忘其所受, 古者謂之遁天之刑. 
適來, 夫子時也; 適去, 夫子順也. 安時而處順, 哀樂不能入也, 古者謂是帝之懸解.”)

친한 벗이 죽었는데 슬픈 기색은커녕 세 번 곡하는 것으로 조문을 끝낸 스승에게 그 연유
를 묻자 진일은 ‘처음에 나는 그 사람이라 여겼지만, 지금은 아니라네(始也吾以爲其人也, 而
今非也.)’라고 대답한다. 그런데 여기서 ‘其人’은 여러 가지로 해석된다.7) 이처럼 해석이 갈리
는 부분에 대해 교수자는 기존 해석들을 소개하고 학습자로 하여금 어떤 해석을 따를 것인지, 
혹은 새롭게 해석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발표시켜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면 논증 방법을 찾기 위한 읽기에서 다시 독해를 위한 텍스트 읽기
로 학습 방향이 전환되어 버릴 것이다. 따라서 이 수업에서만큼은 해석의 근거를 다른 누구의 
주장이나 연구 결과 때문이 아닌, 순수하게 주어진 텍스트 내에서 그 논리성을 밝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학습자는 다른 참고 자료나 주석을 찾는 데에 기력을 쏟기보다는 논리성을 
찾는 데에 중점을 두고 텍스트 자체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其人’이란 글자 자체에 함몰되지 않았다면 학습자는 이어지는 진일의 대답에서 그 근거를 
찾으려 할 것이다. 진일은 ‘그들이 거기에 모인 까닭(彼其所以會之)’에 ‘말을 바라지 않지만 

7) 成玄英은 ‘其人’을 ‘진일이 처음 문상가서 만나 이야기를 나눈 사람’이라 보고, 曹礎基는 ‘其人’을 ‘노
자’라 본다. (고지영, 「『莊子』 글쓰기와 그 활용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21, 112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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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 사람, 울기를 바라지 않지만 우는 사람이 반드시 있게 된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장례
식장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면, 어떤 사람은 부득이 문상객에게 말을 건네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상주를 따라 곡을 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누구에게나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데, 문제는 부모 자식을 잃은 사람처
럼 과하게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들이 이처럼 과하게 행동하는 이유와 진일이 
세 번만 곡하고 나온 이유는 이어지는 진일의 말에 드러난다.

진일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가 되어서 태어나고 죽을 때가 되어서 죽는 것이며, 이는 
자연의 순리이기 때문에 태어났다고 특별히 기뻐할 것도 없으며 또한 죽었다고 유난히 슬퍼할 
필요도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진일 본인은 이러한 이치를 깨달았기에 葬禮에 따라 세 번만 
곡하고 나온 것이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를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구슬피 우는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진일이 조문을 마치고 ‘처음에는 그 사람이라 여겼지만, 지금은 아
니다’라고 말한 의미는, 친한 벗의 죽음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지만 조문하고 나온 지금은 
내 벗이 죽어서 자연의 섭리를 따라갔음을 받아들였다는 뜻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게 된다.

여기까지 장주의 철학이나 도가의 개념을 끌어들이지 않고 앞뒤 내용을 연결하는 것만으로
도 충분히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처럼 직독직해를 통해 번역을 한 이후에는 최대한 
텍스트 내의 내용을 근거로 그 의미를 파악하도록 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그러한 연후에 교
수자는 이를 다시 서두의 논설과 어떻게 연결지어 볼 것인지를 주문해야 한다. 즉, 지금까지
는 곁가지들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한 그루의 나무를 파악했다면, 이제 이 나무가 숲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이 우언 역시 서두에서 언급한 논설의 예증
으로 등장한 것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모여서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자신이 의도치 않았던 어떠한 상황과 맞닥뜨리게 될 
수 있다. 그런데 자신이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그러한 상황에서 부득이 惡을 행하게 
되더라도 벌을 받을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는 사람들이 쉬이 공감할 것이다. 그러나 
善 역시 지나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는 사람들이 공감하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이를 설
득하기 위해 장주는 감히 노담의 장례식을 예로 든 것이라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설령 도가
의 시조라 일컬어지는 노자라 하더라도 자연의 순리에 따라 태어나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하는 
유한한 생명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 중 한 명일 뿐이니, 그의 죽음이라 해서 특별히 더 슬퍼할 
일도 괴로워할 일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장주는 어떠한 일도 ‘중도를 기준으
로 해야 함(緣督以爲經)’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발표와 토론을 통한 검증
노담의 장례 이야기 뒤에는 아직 하나의 논설이 더 남아 있는데, 바로 「양생주」에서 結語

의 역할을 한다고 여겨지는 부분이다. 이 구절은 해석 자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해석 방
법도 다양한 만큼 수업 시간에 바로 다루는 것보다는 학습자에게 과제로 제시하고, 차시 수업
에서 발표와 토론의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겨진다.

기름은 땔감이 되어 수명을 다해 불을 전달하나, 그가 다하는 줄은 모른다.
(指窮於爲薪, 火傳也, 不知其盡也.)

이 결어가 과제로 제시된다면 학습자는 생략 삼단 논법으로 우사와 꿩의 이야기를 분석하
였듯이 여기에서도 생략 삼단 논법이 적용되었을 것이라 생각할 것이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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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삼단 논법으로 구성해 보려 할 것이다. 삼단 논법의 구성에 있어서 이 논설 바로 앞에 
있는 노담의 우언을 그 길잡이 역할로 보고 삼단 논법으로 재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대전제]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 죽는다.
[소전제] 탄생과 죽음은 자연의 이치일 뿐 여기에는 어떠한 감정도 개입하지 않는다. 
[결  론] 따라서 노자의 죽음 역시 슬퍼할 일이 아니다. 그런데 뭇사람들이 이러한 이치를 모른다.

이를 바탕으로 위의 논설을 삼단 논법으로 구성한다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대전제] 땔감은 불을 전할 때 사용한다.
[소전제] 불을 전한 후에 땔감은 다 타고 없어진다. (생략된 부분)
[결  론] 따라서 기름도 불을 전한 후에는 소진되어 없어진다. 그런데 이것이 소진되고 있다는 것
을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한다.

학습자가 나름의 삼단 논법을 구성해 왔다면 수업 시간에는 그 귀결이 맞는지 즉, 전체 맥
락과 연결 지어도 논리적 구성에 문제가 없는지 발표해 보게 하면 논법 구성이 제대로 되었는
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구성한 삼단 논법을 「양생주」의 시작 부분에 있는 ‘有限의 
것으로 無限의 것을 추구하는 것은 위태롭다’는 말과 대비시켜 보면,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
는 땔감은 분명 한계가 존재하는 물체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런데 이것으로 불을 지피면 영원
히 불이 지펴질 것이라 생각되지만 결국은 땔감을 소진시키는 상태 즉, 위태로운 상황을 초래
하게 될 것이라는 서두의 논설과 연결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과제 수행으로 발표한 해석이 
전체 맥락과도 연결이 된다면 논리적 타당성을 확보했다 볼 수 있기에, 학습자가 해석해 온 
방법 역시 새로운 해석의 하나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될 것이다. 

3) 논리적 글쓰기 연습
고전 교양 수업에서 포정해우의 우언만을 제시한 채 이에 대한 감상문을 쓰게 한다면 아마 

상당수의 학습자는 포정이 생활의 달인에 나올법한 인물이라 생각할 것이다. 그러면서 ‘직업
에는 귀천이 없으니 자신이 맡은 일에서 달인의 경지에 이를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한다면 포정
처럼 군주를 감동시킬 만큼 유명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감상문을 적어내는 정도의 과제 수
행을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포정의 이야기를 이해해 버린다면 이 이야기 앞에 장주
가 提言으로 제시한 문장과의 연결이 어려워진다. 장주는 형벌을 받을 만큼 악을 행하는 것을 
경계하였듯이 이름이 날리도록 선을 행하는 것 역시 경계하였는데, 포정은 칼을 아주 잘 쓰는 
사람이니 선을 행해서 명예를 추구한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둘이 쉽게 연결되지 않는다면 이 사이에 무엇이 생략되었다고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
니,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감상문 쓰기의 과정에서도 생략된 부분을 메꾸면서 글쓰기를 해 볼 
것을 주문해 보면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논의가 길어지면 논지가 모호해지고, 자명한 것을 
말하면 시간 낭비가 되기에 생략 삼단 논법을 사용하는 것’8)처럼 장주 역시 이 둘을 경계하였
다면, 중간의 어떤 이야기를 생략하고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에만 집중하여 글쓰기를 하였
을 것이기 때문이다. 

생략된 곳을 유추할 때 시대적 배경과 칼의 쓰임, 그리고 왜 하필 포정이라는 직업일까를 

8) 아리스토텔레스 지음, 앞의 책, 2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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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두에 두고, ‘증명하는 논제 중 한 가지는 반대되는 것에서 얻는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상기시켜 보면 그 비어있는 곳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칼을 쓰는 다른 직업군의 상
황과 대비되는 내용을 추가해 보자. 만약 포정이 소를 해체하는 데가 아닌 전쟁에서 칼을 잘 
쓰는 장수로 그 칼을 썼다면 그가 세운 혁혁한 공은 자신의 나라에서는 명예가 되겠지만, 적
군의 입장에서는 형벌을 받을 만큼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될 것이다. 칼을 쓰는 행동 그 하나
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선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
이다. 더욱이 춘추전국시대는 아군과 적군이 하루아침에도 변할 수 있었던 상황이니만큼 장수
의 칼의 쓰임은 때에 따라 선과 악으로 그 평가가 순식간에 뒤바뀔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
기에 장주는 “중도를 따라 기준으로 삼으라(緣督以爲經)”고 한 것이며, 그 예시 역시 武士의 
칼이 쓰이는 상황은 생략하고 양생을 행한 포정의 칼에 내용을 집중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처럼 글쓰기 수업에서 장주가 생략한 부분을 학습자의 상상력과 추론으로 그 사이를 메
우게 하고, 다시 글의 제목인 「양생주」의 의미와 연관 지은 글쓰기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안
내한다면, 학습자는 장주의 논리적이면서도 문학적인 글쓰기를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주가 말하지 않고서도 말하려고 한 道에 한층 가까워진 사고를 하게 될 것이다. 

4. 나가는 말

백가쟁명의 시대에 장주는 혜시와 같은 여타 제자백가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설득의 말하
기를 고심하였을 것이며 이것이 그의 글쓰기 특징 곧, 「양생주」편에서는 생략의 방법으로 나
타난 것이라 보인다. 더욱이 노자가 『도덕경』의 시작에서부터 “道可道, 非常道”라 언급하였듯
이, 道는 말로 전달할 수 없는 속성까지 담고 있었으니, 장주 역시도 道를 무어라 직접 표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장주는 道를 이해시키고 전하기 위해 고심하였을 것이며, 때
로는 이처럼 생략하는 것이 오히려 설득에 더 다가서는 방법임을 깨달았을 것으로 보인다.

짧고 독립적인 우언들이 나열된 것처럼 보이는 「양생주」편의 구성을 장주가 의도적으로 설
치한 장치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말해 장주가 독자를 적극적으로 설득의 상황에 참여시키기 
위해 일부러 생략의 방법을 사용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면, 독자는 고전의 해독보다는 
생략된 부분을 추론하는 데로 관심을 집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장주가 마련한 생략된 빈칸
을 채워 넣는 과정을 통해 고전 교육이 목표로 하는 합리적 추론 능력, 주체적 해석 능력 등
을 기를 수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古典에 苦戰하던 그동안의 고전 읽기에서 적극적이고 분석
적인 고전 읽기로 학습자의 학습 방향을 전향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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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철학의 접점에 서 있는 키케로

성중모(서울시립대학교 법전원) 

I. 문제의 소재
키케로가 집필한 『토피카』에서 이 저작이 헌정 받는 상대는 트레바티우스Gaius Trebatius이
다. 그는 당대의 유명 법률가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하여 키케로는 토피카의 앞부분 
약 2/3에서 대부분의 예를 특히 법 영역에서 가져온다. 
그러나 예외 없이 법에서의 전형적 사례들을 다루던 키케로가 후반부 일정 지점에서는 일반적 
문제를 비중 있게 논한다. 과연 이 작품에서 키케로가 실로 중점을 두고 싶었던 것은 일반 문
제였을까? 무릇 수사학 내지 연설술은 무엇보다 법정에서 奏效한다. 그리고 법정 변론을 위하
여 개발된 방법들은 법정 영역뿐만 아니라 심의 영역에도 미친다. 그 둘 사이에 본질적인 유
사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실제 일어났을 수도 있는 구체적 사례들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일반 문제들도 키케로는 분명히 궁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주된 목표가 무엇
인지를 토피카의 본문을 보면서 탐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사안causa/hupothesis과 논제propositum/thesis, 그 둘 사이에 공통점
이 크다는 사실이다. causa와 propositum을 둘러싼 우리의 주제는 변증법적 통합이 요구되
는 지점이고, 키케로는 그에 걸맞는 노력을 기울인 것이다. 
그는 이 작품에서 철학과 수사학 간의 대립을 해소하고자 노력한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당시
의 철학학파들, 소요학파와 아카데미아 학파의 입장이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서로 상당히 접
근했다는 상황에 의해서도 촉발된 측면이 있다. 

II. 본문  
[79] ... Quaestionum duo genera: alterum infinitum, definitum alterum. Definitum 
est quod ὑπόθεσιν Graeci, nos causam; infinitum quod θέσιν illi appellant, nos 
propositum possumus nominare. 
[79] ... 문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네. 하나는 한정되지 않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정된 
것이네. 한정된 것을 희랍인들은 휘포테시스, 우리는 사안causa(특수 문제)이라 부르지. 한정
되지 않은 것을 희랍인들은 테시스, 우리는 논제propositum(일반 문제)1)라고 부를 수 있겠
네.2) 
 
[80] Causa certis personis, locis, temporibus, actionibus, negotiis cernitur aut in 
omnibus aut in plerisque eorum, propositum autem aut in aliquo eorum aut in 
pluribus nec tamen in maximis. Itaque propositum pars est causae. Sed omnis 

1) 같은 의미로 키케로는 ‘consultatio’(De oratore, 3권 109), ‘quaestio infinita’, ‘genus 
infinitum’(Partitiones, 61)라는 용어들도 사용했다. 

2) 키케로는 아카데미아 학파와 소요학파에서 이미 문제를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었다고 보고한다(De 
oratore, 3권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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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estio earum aliqua de re est quibus causae continentur, aut una aut pluribus 
aut nonnunquam omnibus. 
[80] 사안은 특정의 사람, 장소, 시간, 행위, 활동에 의하여 정해지네. 이것들 중 모든 또는 대
부분의 것들에 의해서지. 반면 논제는 이것들 중 하나 또는 여럿에서 정해지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에서는 정해지지 않네. 그러므로 논제는 사안의 부분이지. 그러나 모든 문제는 사안들이 
구성되는 사태들 중 일정한 사태에 관한 것인데, 그것은 하나, 여럿 또는 때로 모두이기도 하
지.

[81] Quaestionum autem 'quacumque de re' sunt duo genera: unum cognitionis 
alterum actionis. 
[81] ‘임의의 주제에 관한’ 문제3)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인식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행위의 
문제이네.

[82] Cognitionis sunt eae quarum est finis scientia, ut si quaeratur a naturane ius 
profectum sit an ab aliqua quasi condicione hominum et pactione. Actionis autem 
huius modi exempla sunt: Sitne sapientis ad rem publicam accedere. Cognitionis 
quaestiones tripertitae sunt; aut sitne aut quid sit aut quale sit quaeritur. Horum 
primum coniectura, secundum definitione, tertium iuris et iniuriae distinctione 
explicatur.
[82] 문제의 목적이 앎인 것이 인식의 문제이지. 예컨대 “권리가 자연으로부터 나오는지 아니
면 인간이 부여한 조건 같은 것, 즉 협약에서 나오는지” 등이네. 행위의 문제는 다음과 같네. 
“出仕하는 것이 현자의 일인가?” 인식의 문제는 세 부분이 있네. 즉 존재하는지 또는 무엇인
지 또는 어떠한지 이네. 이것들 중 첫 번째 것은 추정에 의하여, 두 번째 것은 定義에 의하
여, 세 번째 것은 법과 불법의 구별에 의하여 설명되네.
  
[86] Actionis reliquae sunt, quarum duo genera: unum ad officium, alterum ad 
motum animi vel gignendum vel sedandum planeve tollendum. Ad officium sic, ut 
cum quaeritur suscipiendine sint liberi. Ad movendos animos cohortationes ad 
defendendam rem publicam, ad laudem, ad gloriam; quo ex genere sunt querellae, 
incitationes, miserationesque flebiles; rursusque oratio tum iracundiam restinguens, 
tum metum eripiens, tum exsultantem laetitiam comprimens, tum aegritudinem 
abstergens. Haec cum in propositi quaestionibus genera sint, eadem in causas 
transferuntur.
[86] 남아 있는 것들은 행위의 문제이네. 두 종류가 있지. 하나는 의무와 관련되고, 다른 하나
는 영혼의 격동을 야기하고, 진정시키고, 완전히 제거하는 것에 관련되어 있네. 의무랑 관련된
다는 것은 “아이를 받아들여 길러야 하는가?”라는 문제 같은 것이네. 영혼의 격동과 관련된 
것은 국가 방위를, 상찬을, 영광을 추구하도록 촉구하는 것이지. 이 종류에서 읍소, 선동, 눈
물어린 동정이 나오네. 반대로 언사는 화를 진정시키기도, 또 공포를 앗아가기도, 또 驚喜雀
躍을 억누르기도, 또 근심을 없애주기도 하네. 이것들은 논제의 문제에 속하는 종류들이지만, 
동일한 것들이 사안에도 전용되네.

3) 한정되지 않은 문제quaestio infin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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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Ad tertium genus quaestionis, in quo quale sit quaeritur, in comparationem ea 
cadunt quae paulo ante in comparationis loco enumerata sunt. In illud autem 
genus in quo de expetendo fugiendoque quaeritur adhibentur ea quae sunt aut 
animi aut corporis aut externa vel commoda vel incommoda. Itemque cum de 
honesto turpique quaeritur, ad animi bona aut mala omnis oratio dirigenda est. 
[89] ‘어떠한가’가 문제되는 세 번째 종류의 문제와 관련하여 조금 전4) 비교 부분에서 열거된 
것들이 비교되네. 추구되는 것에 관하여, 그리고 회피되는 것에 관하여 문제되는 종류에는 영
혼의 또는 육체의 아니면 외적인 이익이나 불이익이 적용되네. 또 훌륭한 것에 관하여, 그리
고 추한 것에 관하여 문제되는 경우, 모든 연술은 영혼의 좋은 것들 또는 나쁜 것들에 맞춰져
야 하네.

[90] Cum autem de aequo et iniquo disseritur, aequitatis loci colligentur. Hi 
cernuntur bipertito, et natura et instituto. Natura partes habet duas, tributionem 
sui cuique et ulciscendi ius. Institutio autem aequitatis tripertita est: una pars 
legitima est, altera conveniens, tertia moris vetustate firmata. [Atque etiam aequitas 
tripertita dicitur esse: una ad superos deos, altera ad manes, tertia ad homines 
pertinere. Prima pietas, secunda sanctitas, tertia iustitia aut aequitas nominatur.] 
De proposito satis multa, deinceps de causa pauciora dicenda sunt. Pleraque enim 
sunt ei cum proposito communia.
[90] 형평과 불형평이 논의되는 경우, 형평의 논소들이 모아지네. 이것들은 두 부분으로 나뉘
는데, 자연에 의한 것하고 제도에 의한 것이네. 자연은 두 부분을 가지는데, 각자에 대한 자기 
것의 분배와 복수의 법이지. 반면 형평의 제도는 세 부분이네. 첫 부분은 법률의 부분이고, 두 
번째는 규약의 부분이며, 세 번째는 오래된 관습에 의하여 확립된 부분이네. [그리고 또 형평
은 세 부분이라고 일컬어지네. 즉 첫 부분은 상계의 신들에, 두 번째는 망령들에, 세 번째는 
사람에 관련된다고 하네. 첫 번째 부분은 경건, 두 번째는 성스러움, 세 번째는 정의 또는 형
평이라 명명되네.]
논제에 관해선 충분히 많은 것을 말했군. 다음으론 사안에 관하여 조금만 논하면 될 걸세. 사
안은 논제와 많은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지.

[91] Tria sunt [igitur] genera causarum: iudici, deliberationis, laudationis. Quarum 
fines ipsi declarant quibus utendum locis sit. Nam iudici finis est ius, ex quo etiam 
nomen. Iuris autem partes tum expositae, cum aequitatis. Deliberandi finis utilitas, 
cuius eae partes quae modo expositae [rerum expetendarum]. Laudationis finis 
honestas, de qua item est ante dictum. 
[91] [그러므로] 사안에는 재판, 심의, 칭송의 세 가지 종류가 있네. 그 사안들의 목적 자체가 
어떤 논소를 사용해야 할지를 밝혀주지. 재판iudicium의 목적은 법ius인데, 이것에서 그 명칭
도 유래하네. 법의 부분들은 형평의 부분들이 설명되었을 때5) 설명되었지. 심의의 목적은 유
용성이네. 이것의 부분들은 추구해야 할 것들과 관련하여 방금 설명된 그 부분들이네.6) 칭송

4) 토피카, 68 이하.
5)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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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적은 명예인데, 그것에 관해서도 앞에서 논해졌네.7)

[92] Sed definitae quaestiones a suis quaeque locis quasi propriis instruuntur, ... 
quae in accusationem defensionemque partitae; in quibus exsistunt haec genera, ut 
accusator personam arguat facti, defensor aliquid opponat de tribus: aut non esse 
factum aut, si sit factum, aliud eius facti nomen esse aut iure esse factum. Itaque 
aut infitialis aut coniecturalis prima appelletur, definitiva altera, tertia, quamvis 
molestum nomen hoc sit, iuridicialis vocetur. 
[92] 그러나 한정된 문제들 각각은 어느 정도 고유한 자신들의 논소에 의하여 구성된다네. ... 
그 문제들은 고발과 변호로 나뉘지. 그리고 그것들 안에 다음과 같은 종류들이 있네. 고발인
은 사람을 행위에 기하여 고발하고, 변호인은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로 항변하는 것이지. 즉, 
“행해진 바 없다.” 또는 “행해졌다 해도 그 행위의 명칭은 다르다.” 또는 “정당하게 행해졌
다.”이지. 그리하여 첫 번째 문제는 ‘否認 문제’ 또는 ‘추정(내지 認定) 문제’라고, 두 번째는 
‘定義 문제’라고, 세 번째는 - 이 명칭이 못마땅하긴 하지만 - ‘사법적 문제’라고 불리네.

6) 84.
7)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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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ETORIC, LOGIC, GRAMMAR AND LATIN.

ROMAN ANCIENT HISTORY

PLUTARCH (46-119)’S LIVES OF THE NOBLE GREEKS AND ROMANS

23



THE GL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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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CT 3

•

•THIS PLAY IS ESPECIALLY FAMOUS FOR THE SPEECHES OF BRUTUS AND

ANTONY AFTER CAESAR’S ASSASS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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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KESPEARE’S STAGE DIRECTIONS: BLOODY CLOTHES, SWORD THAT KILLED CAESAR 
(MURDER WEAPON), TOP-DOWN (JUS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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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KESPEARE’S STAGE DIRECTIONS: CAESAR’S DEAD BODY, BLOODY STABBED WOUNDS (23 
STABS), ANTONY’S TEARS, CAESAR’S WILL, DESCEND TO  EYE-LEVEL (EU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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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os
Antony: Honourable

Brutus: Ambitious

Ethos
Antony: Senator of Rome - Caesar’s closest ally

Brutus: Senator of Rome – Assassinated Caesar

Pathos
Antony: Planned in Detail to persuade the audience 

Brutus: Authoritative persuasion to the audience

Antony’s speech made the audience forget Brutus’ speech resulting in Antony’s
victory in terms of Brutus’ ethos, logos and most importantly path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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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33



『변증술』과 『수사술』의 토포스에 관한 분석
: 범주이론을 중심으로

안상욱 (숭실대학교)

I. 들어가는 말

 이 글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변증술』과 『수사학』의 토포스에 관한 분석을 시도한다. 이러한 
분석의 목적은 두 작품이 토포스를 취급하는 방식이 단지 임기응변적인 것이 아니라, 토포스
를 하나의 이론으로 체계화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는 점
에 닿아있다. 이를 위해 먼저, 『변증술』과 『수사학』에서 토포스가 분류되는 방식이 공통적으
로 아리스토텔레스 존재론의 출발점인 범주이론의 밑그림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두 
작품의 명제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이론을 간단
히 돌아보고, 범주이론을 관통하는 실체와 속성의 이분법적 대비가 『변증술』과 『수사학』의 토
포스 분류 체계에 직·간접적인 흔적을 남기고 있음을 확인하려 한다. 그런 다음, 아리스토텔레
스의 범주들과 『변증술』 및 『수사학』의 토포스들 사이의 조응관계를 예증해볼 것이다. 이 과
정에서는 각 범주들과 토포스들이 한결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토포스가 각각의 범주들이 저마
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들을 개별적인 논증의 고안을 위한 수단으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토포스가 단지 삼단논법 이전의 지나간 사고방
식에 불과하다는 등의 막연한 인상비평에 선을 긋고, 아리스토텔레스 토포스 이론의 체계성과 
신뢰도를 재고하는데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토포스에 관한 연구 자체의 정당성을 뒷받
침하기 위한 교두보로서의 의의를 가질 것이다.

II.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과 범주이론

 범주이론은 아리스토텔레스 존재론의 출발점이자 『범주론』에 등장하는 이론으로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것들의 최고 유들인 몇 가지의 울타리로 묶일 수 있다는 생각이다. 세상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이 존재하는데, 이것들을 한 단계씩 일반화하다보면 마침내 몇 
가지의 최상위 유에 도달하게 된다는 재미있는 생각이다. 여기 '이 개별적인 외장하드'는 '이
동식 저장장치'에 속하고 이것은 다시 '기계'에 속하며 기계는 또 '물체'에 속할 것이다. 이 과
정을 끝없이 반복하면 '이 개별적인 외장하드'의 최고 유에 해당하는 범주가 도출된다는 것이

I. 들어가는 말
II.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과 범주이론
III. 범주이론에 비추어 본 『변증술』과 『수사술』의 토포스 분류 방식 분석
  1. 범주이론에 비추어 본 『변증술』의 토포스 분류 체계
  2. 범주이론에 비추어 본 『수사술』의 토포스 분류 체계
IV. 범주이론에 비추어 본 『변증술』과 『수사술』의 토포스 분석
  1. 토포스와 범주의 관계
  2. 범주와 토포스의 조응관계
V. 나가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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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존재의 최고 유로 제시하는 범주들은 크게 실체οὐσία와 속성으로 양분된
다.1) 여기서 실체의 범주는 개별 실체와 그것의 유 개념인 보편 실체를 포함될 수 있다. 속성
의 범주는 양πόσον, 질ποῖος, 관계πρός τι, 장소πού, 시간πότε, 상태κεῖσθαι, 소유ἔχειν, 
능동ποιεῖν, 수동πάσχειν의 9가지로 다시금 분류된다.2) 이렇게 하여 다음과 같이 총 열 가
지의 범주가 제시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범주들을 존재자들을 분류해서 정리하는 서랍장처럼 활용한다. 즉, 범주이
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론이 가진 기본 구도인 셈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존재의 근본 유
형을 '범주'라고 불렀던 것인데, 그가 이 말을 통해서 지시했던 중요한 대상이 한 가지 더 남
아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문장의 구성요소인 술어의 근본적인 유형들도 '범주'라는 말로 가리
켰다. 그는 말과 존재자를 다른 층위에서 이해하지 않았다,3)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과 
존재론이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논리학과 존재론을 하나의 맥락
에서 이해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언어는 실재를 반영하는 것이었고 논리
는 그러한 언어를 통해 실재를 분석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범주이론은 아리스토텔
레스에게 논리의 영역과 존재의 영역 모두에 걸쳐 매우 중요한 바탕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변증술』과 『수사학』에서 제시하는 토포스 체계 역시 논증이론

1) 실체란 개별자나 종과 유 같은 보편자를 포함하는 개념인데 가령, 인간의 경우라면 동물처럼, 대상의 
바탕이 되는 것 또는 그것이 '무엇이라는 점', 즉 그 본질에 있어서 술어가 되는 것을 가리키고, 속성
은 그러한 실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성질들을 말한다.

2) 『범주론』VI, 1b25-27; 『변증술』 I 9, 103b21.
3) 『수사술』 III 1, 1404a21-24.. 'τὰ γὰρ ὀνόματα μιμήματα ἐστίν, ὑπῆρξεν δὲ καὶ ἡ φωνὴ πάντ

ων μιμητικώτατον τῶν μορίων ἡμῖν.'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서 '낱말은 모방'이라고 말한다. 이때 
말이 모방하는 대상은 당연히 존재자다. 

    술어의 범주는 언어와 논리의 영역에 놓여있고 존재자들의 범주는 존재론의 영역에 놓여있다. 그런
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서로 다른 영역에 놓여있는 두 대상을 '범주'라는 하나의 말을 통해서 지시한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논리학과 존재론을 서로 분리하여 생각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그가 논리학
과 존재론을 하나의 맥락에서 이해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언어는 실재를 반영하
는 것이었고 논리는 그러한 언어를 통해 실재를 분석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
사술』에서 '낱말은 모방'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말이 모방하는 대상은 당연히 존재자다. 우리가 말을 
통해서 지시하는 대상들은 항상 어떤 의미에서는 '있다'고 이야기되는 것이니까. 'A is B'에서 B자리
에 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술어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계사와 존재사의 구분이 희미한 
서양 언어의 틀에서 말하자면, 이 문장은 'A는 B이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A는 B로서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다. 이때 B자리에는 어떤 의미에서든 '있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이 놓일 수 있다. 돌이
나 물 같은 감각적 사물은 물론이고 애정이나 분노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조차도 어떤 의미에서건 '있
다'고 이야기되기 때문이다.

실체
내적 요소

Socrates is a man

속성

양 Socrates is five feet tall
질  Socrates is wise

관계

외적 요소

Socrates is older than plato
장소 Socrates lived in Athens
시간 Socrates lived in the 5th century B.C.
자세 Socrates is sitting
소유 Socrates is wearing a cloak
능동 Socrates is cutting a piece of cake
수동 Socrates is warmed by the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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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 갈래로서 범주이론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채 고안되지 않았고, 오히려 범주이론을 밑
그림으로 삼고 있을 거라는 짐작이 가능하다. 본고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이론을 바탕으로 
『변증술』과 『수사학』에서 토포스가 분류되는 방식을 분석함으로써 그들 사이에 숨은 연관성을 
드러낼 것이다. 

III. 범주이론에 비추어 본 『변증술』과 『수사술』의 토포스 분류 방식 분석

  1. 범주이론에 비추어 본 『변증술』의 토포스 분류 방식

 먼저 『변증술』의 토포스 분류 방식부터 살펴보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변증술』에서 술어가 주
어와 맺는 관계에 따라 그 유형을 네 종류로 나눈 뒤 각각의 술어 유형에 맞추어 토포스를 분
류한다. 술어들은 한편으로 주어와 환위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서, 다른 한편으로는 주어에 대
해서 그 본질(혹은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ὁ τὸ τί ἦν εἶναι)을 지시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총 
네 가지 유형으로 구별된다. 이 네 가지를 기준으로 분류된 술어의 유형들을 술어가능어라고 
부르는데, 정의ὁρισμός와 고유속성ἴδιον 그리고 유γένος와 우연속성συμβεβηκός이 여기에 
속한다. 주어와 환위 가능하면서 동시에 그것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 정의이고 환위는 가능
하지만 주어의 본질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고유속성이며 환위가 불가하지만 주어의 본질을 보
여준다면 유이고 환위도 불가하고 본질도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연속성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술어가능어들은 범주이론을 바탕으로 실체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과 속성의 범주에 해당하
는 것의 두 부류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술어가능어들 가운데 정의와 유는 실체의 범주를 포함하고 있는 술어가능어들이다. 한
편으로, 정의는 어떤 것의 '무엇이라는 것', 즉 '본질'을 의미하는 말4)이다. 정의에 해당하는 
술어는 주어와 환위 가능하면서 주어의 본질을 보여주는 말로 분류되는데, 주어와 환위 가능
하다는 것은 주어와 외연적으로 동치라는 의미이고 주어의 본질을 나타낸다는 것은 '실체'와 '
속성'의 구분에 있어서 실체에 해당하는 유를 명사로서 포함한다는 뜻이다.5) 요컨대, 정의는 
주어와 외연적으로 동치임과 동시에 주어의 본질6)을 가리키는 실체 범주의 명사가 포함된 설
명항이다.7) 다른 한편, 유 또한 실체 범주에 해당하는 술어가능어다. 유는 종에 있어서 다른 

4) '어떤 것이 무엇임'은 본질을 의미하며, 본질은 바탕이 되는 실체를 의미하고 실체는 명사로 표현된
다. 이때, 한 주어에 대해 본질을 의미하는 명사는 한정적이다. 명사(개념)는 한 주어의 본질이기 위
한 필요조건이며, 본질은 명사(개념)의 충분조건이다. 정의는 하나의 명사로 주어질 수 없으나, 
102a35f에 의하면, 본질은 하나의 명사로 표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강상진(2001)은 
'무엇임ti esti'를 '실체ousia' 범주와 다르다고 주장한다. '무엇임'은 다른 범주를 포괄할 수 있는 초
월적 범주이지만 '실체ousia'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실체ousia'도 다른 범주를 
속성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엇임ti esti'이 초월적인 범주라면 '실체ousia' 또한 초월적 범
주로 보인다. 따라서 '무엇임'과 '실체'를 다르다고 이야기할 다른 논거가 필요하다. / I 9, 
103b25-30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엇임ti esti을 의미하는 언명이 때로는 실체ousia를, 때로는 양 
등 다른 범주들 중 하나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무엇임'과 '실체' 사이에 차이가 있
음을 보여준다.

5) 유 역시 제 1 실체인 개별자에 이어 제 2 실체이기 때문이다. 
6) 여기서 본질to ti en einai이란 주어의 유에 해당하는 실체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체는 언어

적으로는 명사로 표현되므로 본질 또한 실체로서의 명사로 표현된다. 실체는 하나의 명사로 표현되는 
개념이며 본질의 필요조건이고 본질은 실체의 충분조건이다.

7) 따라서 정의는 하나의 단어만으로 구성될 수 없고 만약 누군가 단지 하나의 단어만으로 뭔가를 정의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정의가 될 수 없다. 정의는 종차와 유로 구성되어야 하고 따라서 하나
의 명사가 아니라 단어들이 결합된 구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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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술어다.8) 이것은 주어와 환위가 
불가하지만 본질을 나타내는 술어로 소개되었는데, 환위가 불가하다는 것은 술어가 주어와 동
치가 아니라는 뜻이고 본질을 나타낸다는 것은 그것이 주어의 실체로서의 유를 나타내는 명사
를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처럼, 유는 주어를 포괄하는 보편자 개념인데, 실체 범주는 개
별자와 함께 그러한 보편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유는 정의와 더불어 실체 범주로 분류할 
수 있겠다.
 반면, 고유속성과 우연속성은 이름 그대로 속성 범주에 해당하는 술어가능어들이다. 먼저, 고
유속성은 대상의 본질을 지시하지는 않지만 오직 그 주어에만 속하고 환위 가능한 술어로 정
의된다. 주어와 환위 가능하다는 것은 정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어와 동치라는 의미이며 
본질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은 '실체'와 '속성'의 구분 위에서 실체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의
미다. 고유속성은 주어와 외연 상 동치이지만 정의와 달리 그것의 본질을 가리키는 명사를 포
함하지 않는 술어다. 예를 들어, '문법을 배울 수 있음'은 '인간'에 대해서 고유속성에 해당한
다. 그것은 인간에게만 속하는 속성이므로 '인간'이라는 주어와 환위가 가능하지만, 인간이 '
무엇'인지 그 바탕이 되는 실체를 나타내는 유에 해당하는 명사가 빠져있어 '문법을 배울 수 
있는 '무엇''에서 그 '무엇'의 자리가 비어있으므로 '인간'이 그래서 결국 어떠어떠한 '무엇임'
인지 지시하지 않기 때문이다.9) 마지막 술어가능어인 우연속성은 주어와 환위되지도 않고 본
질을 나타내지도 않는 술어다. 우연속성10)은 주어의 본질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주어의 유
를 알려주지 않으며 따라서 실체 범주가 아닌 속성의 범주에 속한다. 그리고 우연속성은 주어
와 환위되지 않으므로 주어와 동치일 수 없고 따라서 주어의 고유한 속성일 수도 없다. 이름 
그대로 우연속성은 '앉아있음'과 같이 대상에 속할 수도 있고 속하지 않을 수도 있는 우연적
인 속성이다. 이처럼, 『변증술』의 술어가능어들은 범주이론의 관점 하에서 각기 둘 씩 짝지어 
실체 범주에 해당하는 술어들과 속성 범주에 속하는 술어들로 분류될 수 있다. 

주어와의 동치 여부
주어와 환위 가능 주어와 환위 불가

주어의 
본질 
표시 
여부

주어의 본질을 
나타냄

정의
ὁρισμός

실체
유

γένος

주어의 본질을 
나타내지 않음

고유속성
ἴδιον

속성
우연속성
συμβεβηκός

 위 분석에 의하면, 『변증술』의 술어가능어는 실체와 속성의 이원적 대비를 바탕으로 하는 아
리스토텔레스의 존재론인 범주이론을 바탕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술어가능어들 가운데 
정의와 유는 실체 범주와 관련되는 술어가능어들이고, 고유속성과 우연속성은 속성 범주와 관
련되는 술어가능어들이기 때문이다. 술어가능어는 『변증술』의 주제인 토포스가 작품 속에서 

8) 『변증술』 I 5, 102a32-33. 이때,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은 주어가 '무엇'인지 물었을 때 그 대답으로 
적절한 것으로서 가령 인간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 답변으로서 적절한 '동물'에 해당하는 말을 
가리킨다. 

9) 반면, '잠들 수 있음'과 같은 술어는 '인간'에 대해 고유속성으로서 술어가 될 수 없다. 그것은 인간에
게만 고유하게 속하는 속성이 아니어서 외연적 동치로 아니고 따라서 환위되어 상호 술어가 될 수도 
없기 때문이다. 

10) 우연속성 개념은 다른 술어가능어들에 비해 혼란스러운 개념이다. 그 까닭은 『변증술』 I권에 등장하
는 우연속성이 두 가지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제 3의 우연속성 개념이 VII권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제 3의 우연속성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4.1.2.1.2.2.2 우연속성에 관한 추가적인 분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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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되는 기준이기도 하므로, 결국 『변증술』 전체가 실체와 속성의 이원적 대비를 토대로 작
동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범주론』          실체 속성
양 질 관계 장소 시간 상태 소유 능동 수동

『변증술』          정의
ὁρισμός

고유속성
ἴδιον

유
γένος

우연속성
συμβεβηκός

  2. 범주이론에 비추어 본 『수사술』의 토포스 분류 방식

 다음으로 『수사학』에서 토포스가 분류되는 방식을 범주이론과 연관 지어 확인해보자. 아리스
토텔레스는 『수사술』에서 주어와 술어의 관계에 입각한 기술적인 체계가 아니라, 단지 토포스
의 활용 범위에 입각해 연설의 장르 별로 토포스를 분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학』에
서 토포스가 분류되는 방식으로서 다시 한 번 명제에 주목하는 까닭은, 명제가 가진 술어의 
유형에 따라 토포스를 분류하는 것이 토포스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변증술』에서 아리스토텔레
스가 따르는 기준이기도 하고, 수사학의 추론이 장르 구분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측면이 있는데, 그것이 술어가능어의 한 종인 우연속성으로 수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수사학』에서 사용되는 명제를 술어가능어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것이 범주이론의 구
도 하에서 작동한다는 점을 확인해보자. 이를 위해 가장 먼저 『변증술』의 우연속성 개념을 세
분하고, 둘째, 그 세 종류의 우연속성 개념에 입각하여 수사학적 추론에서 사용되는 명제들을 
결론과 전제 단위로 나누어 분석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수사술에서 활용되는 명제와 
그것으로 구성되는 수사학의 토포스들 역시 실체와 속성의 구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확
인할 수 있을 것이다. 
 우연속성은 나머지 술어가능어와 달리 다소 혼란스러운 개념이다. 『변증술』에는 크게 세 가
지 의미의 우연속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변증술』 I권은 우연속성을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우연속성은 이제껏 말한 그 어느 것에도 없다. 즉 정의나 고유속성 또는 유에도 없
는 것이지만, 그 사물에 속하는 것이다. 또 우연속성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하나의 
같은 것에 속할 수 있거나 혹은 속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가령 '앉아 있음'은 어떤 동
일한 것에 속하거나 또는 속하지 않을 수도 있다. '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왜냐하
면 동일한 것이 때로는 희고, 때로는 희지 않더라도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연속성에 대한 정의에서 두 번째의 정의가 더 낫다. 첫 번째 정의가 말해질 
떄,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자 한다면 정의와 유, 그리고 고유속성이 무엇인지를 필
연적으로 미리 알아야만 하지만, 두 번째 정의는 그 자체로 말해진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변증술』 VII 5, 155a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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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인용문에서 소개되는 우연속성은 두 가지다. 첫 번째 의미의 우연속성은 (이하 우연속성
(1)) 정의, 유, 고유속성이 아니지만 한 주어에 술어가 되는 것인 반면, 두 번째 의미의 우연속
성은 (이하 우연속성(2)) 주어에 속할 수도 있고 속하지 않을 수도 있는 술어다.11) 여기에 『변
증술』 VII권에는 세 번째 의미의 우연속성이 등장한다. 

...우연적인 것을 확립하기란 이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쉽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의 
경우에는 비단 속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속한다는 것을 보여야 
하지만, 우연적인 것의 경우에는 단지 이런 방식으로 속한다는 것을 보이는 것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우연적인 것을 뒤집는 것은 가장 어렵다. 우연적인 
것 안에는 최소의 것밖에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우연적인 것[우연속성]의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속하는지를 덧붙여서 지시하지προσημαίνεται 않기 때문이다. 따
라서 다른 것들의 경우에는 속하지 않는 것을 보이든가 혹은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이는 두 가지 방식으로 그 주장을 논파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부수하는 것의 경우에는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이는 방식을 제외한 그 밖
의 다른 방식으로 파괴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변증술』 VII 5, 155a28-35.

 위 인용문에서 등장하는 우연속성 개념은 (이하 우연속성(3)) 나머지 술어가능어들을 모두 포
괄할 수 있다. 우연속성(3)은 우연속성(3)은 잠재적으로 정의·고유속성·유로 분화될 수 있지만 주
어와 맺는 관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술어가능어다. 이것은 정의와 고유속성 그리고 유 등으
로 분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 그것이 다른 술어가능어로 분화되고 나면 더 이상 우연속성
(3)으로 불릴 수는 없다.12) 이것은 우연속성(1)이나 우연속성(2)와 형태의 측면에서 다르다. 변증
술적 토론에서는 술어가 주어에 대해서 속하는 방식이 매우 중요하다. 동일한 술어를 가진 명
제라 하더라도, 술어가 주어에 속하는 방식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기 때문이
다. 예컨대, '동물'은 '인간'에 대해서 유로서 술어가 될 수는 있지만, 우연속성으로서 술어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우연속성(1)과 우연속성(2)를 포함해서 『변증술』의 술어가능어들은 주어의 
무엇으로서 술어가 되는지 명제 속에 표시를 남긴다.13) 그러나 우연속성(3)은 명제 속에서 주
어와의 관계에 대해 표시를 남기지 않는다. 그것은 'B는 A의 술어인가, 술어가 아닌가?'와 'B
는 A의 술어이다/아니다.' 즉,  'A는 B인가, B가 아닌가?'나 'A는 B이다/가 아니다'의 형태를 
갖는다. 당연히 우연속성(3)의 명제는 겉모습만으로는 그것이 어떤 술어가능어를 가진 명제인지 

11) 어떤 술어가 우연속성(1)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조건들이 요구된다. 첫째, 그것이 일단은 주
어에 술어로서 속해야 한다. 둘째, 그 술어는 나머지 세 술어가능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반면, 
어떤 술어가 우연속성(2)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술어가 주어에 술어로서 속해야 한다는 조건이 반드
시 필요하지는 않다. 단지 개연적으로 속하기만 하면 된다. 때로는 술어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렇
지 않아도 충분히 우연속성(1)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연속성(2)의 잣대로는 서 있는 사
람에게도 '앉아있음'이 우연속성이 될 수 있겠지만 우연속성(1)의 기준에는 그렇지 못하다.

12) 우연속성(3)을 해석하는 이러한 관점에 대해서는 P. Slomkiwski, Aristotle's Topics, Brill, 1997. 
참조.

13) 변증술적 토론에서는 술어를 주어의 무엇으로서 주장하는지 나타내기 위해 문제나 명제 속에 표시를 
남긴다. 'A는 B이다'와 같은 일반적인 형태의 명제는 주어에 대해서 술어가 맺고 있는 관계를 나타낼 
수 없다. 따라서 당연히 말하는 이가 술어를 주어에 대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술어로서 주장하
고 있는지 표시할 길이 없다. 그러므로 변증술적 토론을 시작하면서, 한 술어를 한 주어에 대해 정의·
고유속성·유·우연속성으로 해당하는지 문제를 제기하고 입장을 정해 주장하려 한다면, 그 변증술적 문
제와 명제는 주어와 술어의 관계를 표시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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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없다.14) 따라서 그것은 술어가 주어에 대해서 갖는 관계가 중요하지 않은 일상적인 상
황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이상에서 논의한 세 종류의 우연속성 개념을 정리한 
것이다. 

우연속성(1) 정의, 유, 고유속성이 아니지만 한 주어에 술어가 되는 술어
우연속성(2) 주어에 속할 수도 있고 속하지 않을 수도 있는 술어

우연속성(3)
정의·고유속성·유로 분화될 수 있지만 
아직 주어와의 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술어

 세분화한 우연속성 개념을 포함한 『변증술』의 명제 분류 체계를 가져와 『수사술』의 명제들을 
분석해본다면, 『수사술』에서 사용되는 명제들 중에서 결론에 해당하는 명제들은 오직 우연속
성에 해당하는 술어로 구성된 명제들만이 사용되고, 그 전제로도 대부분은 우연속성에 해당하
는 술어들로 구성된 명제들만이 사용되며 매우 적은 수의 전제들만이 나머지 술어들로 구성되
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의 논의에 따르면 그들마저도 우연속성으로 분류된다. 수사술
에서 사용되는 명제를 결론과 전제로 나누어 살펴보자.
 먼저 수사술에서 결론으로 쓰이는 명제들은 오로지 우연속성에 해당하는 술어의 명제들만이 
사용된다. 그것은 수사술이 달리 있을 수 있고 그것의 선택이 우리에게 달려 있으며 양가적인 
문제를 주제로 삼는데, 이것은 주어와 술어의 관계가 필연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명제에 한하
여 논의에 대상으로 삼는다는 뜻인데, 술어가능어들 가운데서 술어가 주어에 속하는지 여부가 
필연적이지 않은 것은 오로지 우연속성 뿐이기 때문이다. 

정의 고유속성 유 우연속성

A≡B A≡B          BA       
   B

         BA

      
   B

주-술관계 확정 O 주-술관계 확정 X

 『수사술』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한 술어가 한 주어에 속하는지 여부일 뿐, 술어가 주어
에 속하는 방식은 전혀 문젯거리로 이야기되지 않는다. 『수사술』에서는 'S는 P인가, P가 아닌
가'하는 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도 P가 S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서 술어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런데 술어가 주어에 속하는지 여부를 따질 수 있는 

변증술적 문제 변증술적 명제
B는 A의 정의인가, 아닌가? ↔ B는 A의 정의이다

B는 A의 고유속성인가, 아닌가? ↔ B는 A의 고유속성이다
B는 A의 유인가, 아닌가? ↔ B는 A의 유이다

B는 A의 우연속성인가, 아닌가? ↔ B는 A의 우연속성이다
14) 가령 '동물은 인간의 술어인가, 아닌가?' 또는 '인간은 동물인가, 아닌가'와 같은 변증술적 문제나 '

동물은 인간의 술어다' 혹은 '인간은 동물이다'와 같은 명제에서는 동물이 인간에 대해 정의로 주장되
고 있는 것인지 유로서 주장되고 있는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그런데 동물은 어쨌거나 인간에 대해
서 술어가 될 수는 있으므로 우연속성(3)이기 위한 조건은 충족시킨다.

40



유일한 술어가능어는 오직 우연속성 뿐이다. 나머지 술어가능어는 모두 술어가 주어에 속한다
는 점이 전제되어 있으나, 우연속성은 주어에 속할 수도 있고 속하지 않을 수도 있는 유일한 
술어가능어이다. 정의와 고유속성 그리고 유처럼 한 술어가 한 주어에 속해있다는 점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술어들의 경우에, 변증술은 일종의 검토술πειραστική로서 그 술어가 주어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가지면서 술어가 되는지 논의해볼 수 있는 주제이지만, 대중 연설에서는 
이미 술어가 주어에 속해있는 것이 결정된 사태, 예를 들면 태양이 동쪽에서 뜬다거나, 인간
이 생물이라는 등의 명제에서 술어가 주어에 대해 정의로서 속하는지, 고유속성으로 속하는
지, 유로서 속하는지 따위를 청중들과 논의할 까닭이 없다. 따라서 수사술의 결론이 될 수 있
는 명제는 술어가 주어에 속할 수도 있고 속하지 않을 수도 있는 명제일 것이고 이는 앞서 우
연속성(2)로 분류된 바 있다15). 
 다른 한편, 수사술의 추론에서 전제로 사용되는 명제들의 경우에는 어떨까? 수사학적 추론이 
전제는 필연적으로 참인 명제와 개연적으로 참인 명제를 모두 사용한다. 다만, 필연적으로 참
인 명제가 수사술에서 전제로 사용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대부분은 대체적인 명제가 전제로 
사용된다.16)

 연설가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대중의 설득에 있고, 진리의 추구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필연적으
로 참인 명제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 연설가에게는 쓰디쓴 진실보다 달콤한 거짓말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연설가가 매번 거짓말만 하는 것은 아니다. 연설가도 설득에만 도움
이 된다면 참된 전제를 마다할 이유는 없다. 만약 연설가가 필연적으로 참인 명제도 전제로 
사용할 수 있다면, 결론의 경우와는 다르게, 수사술의 전제들은 우연속성(2)에 그 범위가 제한
되지 않을 것이다. 필연적으로 참인 명제에는 정의나 고유속성 그리고 유에 해당하는 술어를 
가진 명제들이 포함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연설가는 연설 속에서 술어가 주어에 어떤 방식
으로 속하는가를 따지거나 설교하려 들지는 않을 것이다. 연설에서 중요한 것은 'S가 P이다'
라는 점을 설득하는 것이지 'S가 어떤 방식으로 P를 술어로서 받아들이는가'하는 학문적 탐구
에 대한 교육이 아니니까. 요컨대, 수사학적 추론에서 사용되는 명제의 경우에는 첫째, 술어가 
주어에 대해서 정의나 고유속성 그리고 유와 같이 확정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둘째, 연설가든 청중이든 술어가 주어에 어떤 방식으로 속하는가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은 채 단지 술어가 주어에 속하는지 여부에만 주목하며 셋째, 따라서 
발화되는 전제 속에 술어가 주어에 속하는 방식에 대한 어떠한 표시도 들어있지 않다. 그리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술어가능어는 우연속성(3)이었다. 
 요컨대, 수사술에서 사용되는 명제들은 『변증술』의 술어가능어 분류 상 우연속성에 해당하는 
명제들인데, 결론의 경우에는 술어에 속할 수도 있고, 속하지 않을 수도 있는 우연속성(2), 전
제의 경우에는 나머지 술어가능어로의 분화 가능성이 열려있는 우연속성(3)으로 해석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렇다면 『수사학』에서 논의되는 토포스도 대개는 우연속성에 해당하는 토포스들
인 셈이다.17) 

15) 5장. 『변증술』과 토포스 186페이지 참조.
16) 『수사학』 I 2, 1357a24-32. '...(사람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것들에 대해 숙고하고 검토하며, 모든 행

위들은 그러한 부류의 것들이고, 그것들은 어떤 것도 말하자면 필연적이지 않다). 그리고 개연적으로 
일어나는 것들과 가능한 것들은 그와 같은 종류의 다른 것들로부터 추론되어야 하지만, 필연적인 것
들은 필연적인 것들로부터 추론되어야 한다. (이는 『분석론』을 미루어 보건대 우리에게 분명하다). 그
러므로 확실히, 엔튀메마를 구성하는 전제들은 더러는 필연적인 것들이지만, 대다수는 대체적인 것들
이다...'

17) 『수사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토포스가 술어가능어 중 우연속성에 해당하는 토포스라는 점이 사실이
라면, 마치 『수사술』에서 토포스를 취급할 때처럼, 우연속성을 취급하는 『변증술』 II권에서 술어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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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논의에 비추어 볼 때, 『수사술』에서 사용되는 명제와 그것들을 바탕으로 수사학적 추
론을 구성하는 『수사학』의 토포스는 모두 실체와 속성의 이원적 구분에 바탕을 둔 범주이론의 
바탕을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수사술』의 명제는 술어가능어의 우연속성에 해당하는 
술어를 배타적으로 활용하는데, 이는 실체와 속성의 범주 가운데 속성의 범주에서 작동하는 
것이고18) 이는 『수사학』의 토포스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기 때문이다. 『수사술』의 토포스 체계
가 이처럼 우연속성의 범위에 한하여 작용한다면, 『변증술』의 토포스 체계와 마찬가지로 실체
와 속성의 구도에 입각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범주론』          실체 속성
양 질 관계 장소 시간 상태 소유 능동 수동

『변증술』          정의
ὁρισμός

고유속성
ἴδιον

유
γένος

우연속성
συμβεβηκός    『수사술』

IV. 범주이론에 비추어 본 『변증술』과 『수사술』의 토포스 분석

  1. 토포스와 범주의 관계

 지금까지 아리스토텔레스의 토포스 체계가 범주이론에 구도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실
체와 속성의 이원 구도를 통해 확인하였다. 지금부터는 범주이론을 한결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토포스 체계를 분석하려고 한다. 토포스 체계가 범주이론의 구도를 바탕으로 고안되었다면, 
혹시 범주들을 통해서 토포스를 직접 분류해볼 수는 없을까. 불가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듯 
하다. 토포스를 분류하는 표준적 방법은 『변증술』에서 이루어지고 있듯이 술어의 유형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다. 그런데 범주들 역시 논리의 차원에서 말하자면 술어의 유가 아니던가?19) 요
컨대, 술어가능어도 범주들도 모두 술어의 유이기 때문에, 술어가능어를 통한 토포스의 분류
가 가능하다면, 마찬가지로 술어의 유인 범주들을 통해서도 토포스의 분류가 가능할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범주의 수가 열 가지임을 항상 고집하지는 않는다. 범주의 숫자로 열 가지
가 모두 제시되는 경우는 초기의 저작들로 꼽히는 『변증술』과 『범주론』 둘 뿐이고, 다른 경우
에서 범주들의 종류와 수는 통일되어 있지 않다20). 이러한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범주들의 

어와 맺는 관계를 지시하지 않는 우연속성(3)형태의 명제가 등장한다거나, A와 B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욱 선택할만한 것인가에 관한 토포스가 취급되는 것도 공교로운 일이 아니다.

18) 『수사학』의 명제와 그러한 명제들로 구성되는 토포스들이 실체 범주를 취급한다면, 수사술은 필연성
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므로, 이 점은 개연적 추론을 허용하는 수사술의 본성 상 당연할 
것이다. 

19)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점을 『변증술』 I 9, 103b20-27. 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한다. '...다음으로, 여기
서 말해졌던 네 가지 것이 속해있는 술어범주의 여러 유들을 규정해야만 한다. 이것들은 숫자 상 열 
개다. 즉, 실체, 양, 질, 관계, 장소, 시간, 상태, 소유, 능동, 수동 등이다. 왜냐하면 우연속성과 유 고
유속성과 정의는 항상 이 술어들 가운데 하나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명
제는 실체, 질, 양 그 외 의 다른 술어들 중 어떤 것을 가리킨다...' 

20) 『변증론』 (김재홍 역, 2009) 각주 75번에 의하면, 설명되는 범주의 숫자와 출처는 다음과 같다. 범주
를 여덟 가지로 설명하는 경우 : 『형이상학』 XI 12., 1068a8., 『분석론 후서』 A 22., 83a21., b16., 
여섯 가지로 설명하는 경우 : 『형이상학』 VII 4, 1029b24, 『자연학』 I 7, 190a34, 『니코마코스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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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역을 확고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범주들을 설명하는 구절들 속에서 확고하게 
주요 범주로 소개되는 것은 실체·양·질·관계의 범주다. 본고는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 이 네 가
지 범주를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다. 각 범주마다 해당 범주의 특성에 부합하는 토포스가 일정
하게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이 글은 실체·양·질·관계의 범주마다 가지고 
있는데, 『변증술』과 『수사학』의 토포스들이 그러한 범주들과 일정한 조응 관계를 이루며 각 
범주 별 성질을 이용하여 논변의 구성을 돕는다는 점을 예증할 것이다. 이를 통해 토포스 체
계가 아리스토텔레스 존재론을 기저에 바탕으로 삼고 있다는 의견을 한결 직접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

  2. 범주와 토포스의 조응관계

    A. 실체 범주와 그에 조응하는 토포스들

 실체란 개별자와 그것의 보편자로 구성되는 개념이며 문법적으로는 명사를 통해서 표현된
다.21) 같은 책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체 범주의 구성에 이어서 특징을 설명한다. 첫째, 실체
는 기체22)에 내재하지 않는다.23) 여기서 기체는 술어에 대해서 바탕을 이루는 주어를 가리키
는데, 실체 범주에 드는 말들은 주어 안에 들어있지 않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인간은 동물
이다'라는 말에서 술어인 '동물'은 보편자를 가리키는 개념이므로 실체 범주에 속하는데, 이
때, 인간이 동물임은 참이지만, 동물이 인간 속에 들어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소멸한다고 
해서 동물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기체의 소멸이 기체의 소멸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실체의 소멸이 기체의 소멸을 가져오니까.24) 둘째, 실체의 범주에 속하는 것들은 
한결 보편적인 것이 한결 개별적인 것에 대해서 술어가 된다.25) 즉, 유는 개체와 종에 대해서 
술어가 될 수 있고 종은 개체에 대해서 술어가 될 수 있다. 셋째, 실체는 반대 개념을 받아들
이지 않는다. 개별자든 그것의 보편자든 실체에는 반대가 없기 때문이다. 가령, 제 1 실체인 '
소크라테스'에 반대되는 것도 없고 제 2 실체인 '사람'에 대해서 반대인 것도 없다. 넷째, 실

학』 I 6, 1096a23, 『에우데모스 윤리학』 I 8, 1217b27, 다섯 가지로 설명하는 경우 : 『형이상학』 VI 
2, 1026a36., 『수사술』 II 7, 1385b5., 네 가지로 설명하는 경우 『생성과 소멸에 대하여』 I 3, 
317b9., 『형이상학』 VII 7, 1032a15. 그리고 이러한 구절들 속에서 대부분 처음의 네 범주들인 실체
와 양, 질 그리고 관계 범주만이 열거된다. 『범주들∙명제들에 관하여』 (김진성 역, 2008) 각주 35번 
참조.

21) 『범주론』 V, 2a11-15. '...기체에 대해 서술되지도 않고 기체 안에 있지도 않은 실체가, 예컨대 개별
적인 인간이나 개별적인 말이 가장 본래적인 뜻에서, 첫째로 그리고 가장 많이 실체로 불린다.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속하는 종과 유들은 제 2실체로 불린다...'

22) 기체는 그것의 바탕을 이루는 것으로서 문법적으로는 술어의 바탕이 되는 주어를 가리킨다.
23) 『범주론』  V, 3a7f.
24) '인간은 동물이다'의 경우, 인간의 소멸이 동물의 소멸을 가져오지는 않지만, 동물이 소멸한다면, 인

간도 모두 소멸한다. 
25) 『범주론』  V, 3a33f.

① 기체주어에 내재하지 않음
② 개별자에 대해서 동명동의적으로 술어가 될 수 있음
③ 반대 개념의 부재
④ 실체 그 자체는 정도 차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다른 실체와의 비교는 허용)

⑤ 동일한 제 1 실체는 스스로 변화를 통해 대립되는 것을 수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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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는 '그 자체로는' 더와 덜의 정도의 차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것은 실체가 다른 실체와
의 비교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실체 그 자체가 스스로에 대해서 더와 덜의 정도 
차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각각의 실체는 '더욱 그 자신인 것으로도 이야기되지 않
고 덜 그 자신인 것으로도 이야기되지 않'기 때문이다.26) 소크라테스는 더욱 소크라테스일 수
도 없고 덜 소크라테스일 수도 없으니까. 즉, A는 A이지 더욱 A일 수도 없고 덜 A일 수도 
없다. 실체가 더와 덜의 정도 차를 통해서 이야기되는 것은 질이나 관계 등 다른 범주와 결합
되었을 때뿐이다.27) 마지막으로 다섯째, 실체들 중 제 1실체는 동일한 하나의 것이 스스로의 
변화를 통해 대립적인 것을 수용할 수 있다.28) '소크라테스'는 하나의 실체인데, 이것이 때로
는 배가 고픈 상태에 놓일 수도 있고 그와 대립되는 상태인 배가 부른 상태에 번갈아 놓일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실체의 마지막 특성은 스스로의 변화를 통해서 대립되는 것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특성에 해당하는 술어나 토포스는 존재할 수 없다. 왜냐하면 마지막 특성
은 제 1실체의 특성인데, 제 1실체는 다른 것에 의해서 서술될 뿐, 다른 것에 대해서 술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체 범주와 관련있는 토포스를 발견하기에 가장 좋은 곳은 정의와 유에 해당하는 술어를 갖
는 명제들과 관련된 토포스가 수집되어 있는 『변증술』 IV과 VI~VII권이다. 『변증술』의 술어가
능어들 가운데 정의와 유가 실체 범주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이제 정의와 유에 관한 토포스들
이 제 1 실체와 관련되는 마지막 특성을 제외한 나머지 특성들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확인해보
자. 아래의 인용문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유에 관한 토포스 가운데 하나를 소개하고 있다. 

 인용문 속 토포스는 실체가 기체에 내재하지 않는다는 첫 번째 특성과 조응하는 사례다. 이 
토포스의 일반적인 형태는 'Y의 소멸이 X의 소멸에 대해 술어가 된다면, X는 Y의 유가 아니
다'가 될 것이다. 이는 실체가 기체에 내재하지 않으므로 기체의 파괴가 실체의 파괴를 초래
하지 않는다는 점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 특성들에 부합하는 토포스의 사례들도 
정의와 유의 토포스들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다. 

26) 『범주론』 V, 3b35.
27) 예를 들어, '이 개별적인 자동차'과 '차량'은 각기 실체들인데, 이들 자체는 더와 덜의 정도 차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개별적인 자동차와 차량은 어디까지나 이 개별적인 자동차와 차량일 뿐, '더욱
' 개별적인 자동차일 수도 없고 '덜' 차량일 수도 없다. 그러나 이것들이 정도의 차이를 받아들이는 
질이나 관계의 범주와 결합될 경우, 실체도 더와 덜의 정도 차이의 관점에서 이야기될 수 있다. 가령 
'큰 차량'은 비로소 '더 큰 차량'이라거나 '덜 큰 차량'일 수 있게 된다. 

'더욱' 이 개별적인 자동차도 아니고 '덜' 이 개념적인 자동차도 아니다. 
28) 『범주론』 V, 3b10f.

[실체 범주에 조응하는 토포스 I] ...게다가 종이 본성상 유에 앞서며 그리고 유를 
자신과 더불어 제거하는지 어떤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 반대의 견해가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범주론』 IV, 123a15-16.

[실체 범주에 조응하는 토포스 II] ...또한 유는 종과 동명동의적이지 않은지 어떤지를 
검토해야 한다. 왜냐하면 유는 모든 종에 대해 동명동의적으로 술어가 되기 
때문이다...‘

『변증술』 IV 1, 127b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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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문 속의 토포스는 'X가 Y의 유라면, X는 Y에 속하는 개별자에 대해 동명동의적으로 술
어가 된다'는 것이다. 동물이 인간에 대해 유로서 술어가 된다면, 동물은 인간에 속하는 개별
자, 가령 소크라테스에 대해서도 동명동의적으로 술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실체 범주의 두 번째 특징과 대응한다. 

 위에서 설명되는 토포스는 'X가 Y의 유라면, X의 반대는 Y의 술어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토포스는 후건 부정을 통해서 전건에 해당하는 명제를 논박하기 위한 파괴적 토포스의 형
태를 가지고 있는데, 유로 주장되는 X의 반대 개념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다. 즉, 이것은 X
가 Y의 유가 아니라 나머지 범주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이 토포스에 대우를 적
용해 반대로 말하자면, 'X의 반대가 Y의 술어가 될 수 있다면, X는 Y의 유가 아니다.' 그 이
유는 무엇일까? X가 Y의 유라면, 그것은 실체의 범주와 관련되는 것인데, 실체에 해당하는 
개념은 반대를 갖지 않기 때문이다.29) 이는 실체의 세 번째 특성과 같은 것이다. 
 때로는 정의나 유와 관련된 토포스들 가운데서도 『범주론』에서 제시된 실체에 관한 설명에 
부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있다. 아래의 인용문을 보자.

 위 토포스는 정의에 관련된 토포스 중 하나로서 'X가 Y의 정의라면, 더욱/덜 ~한 X는 더욱/
덜 ~한 Y의 정의'라는 것이다. 이 토포스는 토포스들이 범주이론의 토대 위에서 작동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례처럼 보일 수도 있다. 실체 범주는 더와 덜을 받아들이지 않음에도 불구하
고, 위 토포스는 그것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더와 덜'은 실체에 대
해서가 아니라 '큼과 작음'이라는 질의 측면에서 적용된 것이기 때문이다. 
 인용문 속의 예문은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 더욱 동침을 욕망하지 않는다면, 사랑은 동침의 
욕망이 아니다'이다. 이것의 의미와 형식을 앞서 제시한 토포스의 형태에 맞추어 다듬으면 '사
랑이 동침의 욕망의 정의라면, 더욱 [큰] 사랑은 더욱 [큰] 동침의 욕망의 정의다'가 된다.30) 

29) 반대 개념을 허용하는 범주는 질과 관계뿐이다. 『범주론』 VII, 6b15., VIII, 10b13. 참조.
30) 사랑과 욕망이 실체라면 '더' 사랑 혹은 '덜' 사랑이나 '더' 욕망 혹은 '덜' 욕망은 없기 때문이다.

[실체 범주에 조응하는 토포스 III] '...또한 유 안에 놓여있는 것이 그 유와 반대인 
어떤 것에 관여하는지 혹은 관여할 수 있는지 어떤지를 검토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경우에는 동일한 것이 반대인 것들에 동시에 관여할 터인데, 그 이유는 유가 
유 가운데 놓인 것을 결코 남겨두지 않을 것이고, 한편 그 유는 반대되는 것에도 
관여하거나 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변증술』 IV 1, 120b15-21. 

[실체 범주에 조응하는 토포스 IV] ...더욱이 '더욱'이라는 정도의 관점에서 한쪽의 
것은 '더욱'을 받아들이는데 다른 쪽의 것은 그렇지 않은지를, 혹은 양자 모두 
'더욱'을 받아들이지는 동시에는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가령 이것은 마치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 '더욱' 동침을 욕망하지 않는 듯한 경우다. 따라서 사랑과 
동침의 욕망은 같지 않다...

『변증술』 VII, 152b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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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명제에서 '더욱'이라는 정도의 차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사랑과 욕망이라는 실체들이 아니
라 '큼'이라는 질이다. 실체 범주에 대해서 더와 덜의 정도 차이를 직접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질의 범주와의 결합이라는 조건 하에서 더와 덜의 정도 차이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실체 
범주의 네 번째 특성에 조응한다. 따라서 위 사례 역시 토포스 체계가 범주이론의 맥락을 따
른다는 주장의 반례가 될 수 없다. 이처럼, 정의와 유에 관련된 토포스들은 실체 범주에 속하
는 것들로서 『범주론』에서 설명되는 실체 범주의 특성들을 상당 부분 공유하는 것으로 보인
다. 

    B. 양의 범주와 그에 조응하는 토포스들

 아리스토텔레스가 양의 범주를 설명하는 방식은 실체 범주를 설명하는 방식과 닮은 부분이 
있다. 실체 범주와 양의 범주 모두 그것들의 정의를 제시하지 않고 곧바로 각 범주의 부분들
에 무엇이 있는지 설명하기 때문이다. 그는 양의 범주가 연속적인 양과 연속적이지 않은 양으
로 구성되는 것으로 설명하는데, 시간과 장소를 연속적인 양의 범주에 포함시켜 설명하고 있
다는 점이 흥미롭다. 그가 소개하는 양의 범주가 가진 특성에 조응하는 토포스들을 곧바로 살
펴보자. 

 시간과 장소가 양의 범주에 포함된다면, 양의 범주가 다시 속성의 범주에 들기 때문에, 속성
과 관련된 술어나 토포스들 가운데 시간과 장소에 관련된 것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속
성과 관련된 토포스들은 고유속성과 우연속성을 취급하는 『변증술』 II~III권과 V권 그리고 『수
사술』에 수록되어 있다. 마침 우연속성을 소개하는 첫 권인 II장에 시간을 활용하는 토포스가 
제시되어 있다. 
 

   
 이 토포스는 X가 Y의 우연속성으로서 술어가 될 수 있으려면, X와 Y는 시간적으로 서로 반
대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배움이 상기라면, 그것들이 하나는 과거의 시간과 결부되고 나

[양의 범주에 조응하는 토포스 I] ...양들 중 어떤 것들은 불연속적인 것이며, 다른 
것들은 연속된 것이다...(중략)..예를 들어, 수와 말은 불연속적인 것이며, 선, 면, 
물체 그리고 그 밖에 시간과 장소는 이어져 있는 것이다...

『범주론』 VI 4b20-24.

[양의 범주에 조응하는 토포스 II] ...더욱이 시간의 관점에서 어딘가에 불일치가 
일어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가령 ...(중략)... 배운다는 것은 상기하는 것이라고 
상대방이 말한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상기하는 것은 과거 시간에 
관계되고 배운다는 것은 현재와 미래의 시간과 관계되기 때문이다...

『변증술』 II 4, 111b24-33.

① 시간·장소 범주를 포함
② 반대 개념의 부재
③ 그 자체로는 더와 덜의 정도 차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상대적 비교는 허용)

④ '같은 만큼' 혹은 '같은 정도'를 수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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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 하나는 현재나 미래의 시간과 결부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 토포스는 속성의 범주에 
속하는 양의 범주가 가진 성격이 『변증술』의 토포스 분류에도 연장되어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다. 장소를 활용하는 토포스 역시 찾을 수 있다. 아래는 『수사술』의 한 구절이다.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음'이라는 속성의 증가와 감소를 시간과 장소를 통해 유도하는 
토포스를 설명하는데, 『수사술』은 우연속성에 해당하는 명제들을 취급하는 작품임이 앞서 논
증되었고 양의 범주가 속성 범주의 한 종임을 감안할 때, 위 토포스 역시 범주이론과 토포스 
분류 체계의 상호 관련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C. 질의 범주와 그에 조응하는 토포스들

 다음은 질의 범주와 그에 조응하는 토포스들이다. 질은 대체로 실체들 사이의 차이를 나타내
는 범주31)이며 『범주론』의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을 '그것에 따라 사물들이 어떠하다'고 이야
기되는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인다. 질의 범주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특징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질의 범주에 속하는 개념들은 동렬어32) 혹은 굴절어33)의 파생을 대체로 허용한다.34) 동
렬어는 하나의 단어로부터 다른 단어들이 결합하여 만들어지는 말들을 가리키는데, 용기로부
터 용기있는 사람이 비롯되는 것이 그 사례가 된다. 둘째, 질의 범주는 반대와 정도의 차이를 
받아들인다. 앞서 살펴보았던 실체와 양의 범주는 모두 반대 개념과 더와 덜의 정도 차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질의 범주는 두 범주와 달리 대부분 반대와 정도의 차이를 받아들
인다. 

31) 『형이상학』 V, 141020b15f.
32) 수학과 수학자 그리고 문법과 문법학자처럼 하나의 개념에서 파생되어 나온 말을 가리킨다. 
33) '용감한'과 '용감하게'처럼, 형태가 변하지 않는 어간에 서로 다른 어미들이 붙어 파생되는 말을 가

리킨다. 
34) 『범주론』 VIII, 10a26-33. '...그런데 우리가 이제껏 말한 것들이 질들이며, 이것들에 따라 갈려 나온 

방식으로 말해지는 것들은 또는 이와 다른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들로부터 나온 것들은 질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그리고 거의 모든 경우에서 질에 해당하는 것들은 갈려나온 방식으
로 말해진다. 예를 들어, 흼으로부터 흰 사람이, 문법으로부터 문법학자가, 그리고 정의로부터 정의로
운 사람이 갈려나와 말해지는데, 다른 경우들도 이와 마찬가지다...' 

[양의 범주에 조응하는 토포스 III] ...더 어렵고 더 희귀한 것이 더 큰 좋음이므로, 
적절한 시기와 나이, 장소와 시간 그리고 능력도 큰 좋음을 산출한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능력과 나이 등을 극복하고 어떤 것을 행한다면, 그리고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또는 이러이러한 장소에서 또는 이러이러한 시기에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아름다움과 
좋음 그리고 올바름의 크기가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수사술』 I 7, 1365b19-24.

[질의 범주에 조응하는 토포스 I] ...질의 경우도 반대성이 있다. 예를 들어 정의는 
부정에, 흼은 검은에 반대된다. 나머지 것들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그것들에 따라 

① 동렬어의 파생
② 반대와 정도의 차이 및 '더와 덜(질에 입각한 가언논증)' 을 유일하게 받아들임 + 
③ 유사성의 배타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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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셋째는, 질이 유사함의 배타적 기준이라는 점이며 이것은 질의 범주가 가진 고유속성
이다. 서로 다른 두 대상이 비슷하다거나 비슷하지 않다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오직 질에 의
해서만 논의된다. 이상이 세 가지 특성이 질의 범주의 특성이라면, 양의 범주에서와 마찬가지
로 속성에 관한 토포스들이 모여있는 『변증술』 II~III권과 V권 그리고 『수사술』의 토포스들 속
에서도 그러한 특성이 관찰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질의 범주는 속성의 범주에 포함되며 
속성의 두 종인 고유속성과 우연속성이 해당 작품들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동렬어와 굴절어를 활용하는 토포스는 『변증술』과 『수사술』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토포스
다. 아래는 좋음의 크기에 관한 토포스들 가운데 하나로서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더욱 좋다
는 점을 주장하는데 굴절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토포스는 'X하게'가 'Y하게'보다 더욱 좋다면, X는 Y보다 더욱 좋다'는 것이며 좋음이라
는 속성의 상대적인 크기를 굴절어를 사용해 비교하고 있다. 속성에 관한 토포스에서 『범주
론』의 질 범주의 특성이 드러나는 첫 번째 사례다. 
 질의 범주에 대해 두 번째로 소개한 특성은 반대 개념과 더와 덜의 정도 차이를 수용한다는 
점이었다. 먼저 질의 범주는 흼과 검음의 경우처럼 대체로 반대 개념을 허용하는데, 고유속성
이나 우연속성과 관련하여 반대를 활용한 토포스가 사용되는 경우로 아래의 예를 들 수 있다. 

 위 토포스는 'X가 Y의 고유속성이라면, X의 반대는 Y의 반대의 고유속성'이라는 것이고 '바

질로 말해지는 것들로 그렇다. 즉 부정한 것은 정의로운 것에, 흰 것은 검은 것에 
반대된다...(중략)...더 나아가, 반대되는 것들 중 하나가 질이면, 나머지 것도 
질이다. 이 점은 다른 범주들을 보면 분명해진다. 예를 들어, 정의는 부정에 
반대되고, 정의가 질이라면 부정도 질이다...(중략)...질은 더와 덜의 정도 차이를 
허용한다. 예를 들어 어떤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또는 덜 희다고, 더 
정의롭다고 말해진다...

『범주론』 VIII, 10b13-29. passim.

[질의 범주에 조응하는 토포스 II] ...그리고 굴절어들, 비슷한 어미변화들 중 하나가 
어떠하면, 나머지 것들도 어떠하다. 예컨대, ‘용감하게’가 ‘절제 있게’보다 더 
좋다면, ‘용기’는 ‘절제’보다 더 좋고 ‘용감함’도 ‘절제 있음’보다 더 좋다... 

『수사술』 I 7, 1364b33-34.

[질의 범주에 조응하는 토포스 III] ...하나의 주장을 확립하려는 사람은 반대인 것에 
[질의 범주에 조응하는 토포스 IV] 반대되는 고유속성이 속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경우에는 반대되는 고유속성이 반대인 것에 속할 테니까. 예를 들어, 
'악덕'은 '좋음'에 반대되는 것이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바람직한 것'에 
반대되는 것이고 '바람직한 것'은 좋음'의 고유속성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악덕의 고유속성이 될 것이다...‘

『변증술』 V 6, 135b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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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직함'이라는 질적 속성의 확립을 위해서 반대 개념에 입각하여 논변을 구성한다. 질의 범주
에 속하는 술어들이 반대를 허용한다는 점을 활용하는 것이다. 또, 더와 덜의 정도 차이를 받
아들이는 점을 활용하는 토포스도 우연속성을 취급하는 『수사술』에 등장한다. 

 이 토포스는 『수사술』에서 공통 토포스 중 하나로 소개되는 '더와 덜의 토포스'로서 'X가 Y
보다 더욱 큰 존재인데, X가 Z하다면, Y는 덜 Z할 것'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아프로디시
아스의 알렉산더는 '더와 덜 그리고 같은 정도'는 모두 질과 관련된다는 점을 들어 이 토포스
에서 비롯되는 논변을 질에 따른κάτα ποιότητα 논증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이것이 속성에 
관한 토포스에서 질적 범주의 특성이 발견되는 또 다른 사례들이다. 
 질적 범주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한 특성은 그것이 서로 다른 두 대상의 비슷함 여부를 결정하
는 유일한 잣대라는 점에서 유사성의 배타적 기준이 된다는 점이었다. 그러므로 범주이론과 
토포스 분류 체계가 내적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본고의 주장이 틀리지 않다면, 지금까지 
『변증술』과 『수사술』의 고유속성과 우연속성에 관한 토포스들 가운데 유사성에 입각한 토포스
의 존재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인용문은 어떤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한 토포스로서 'X의 유사항이 가능하다면 
X도 가능하다'는 형태를 갖고 있다. 어떤 것의 가능성 여부는 그것이 주어에 대해서 실현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명백히 우연속성에 포함되는 술어인데, 가능성이
라는 우연속성의 확립을 위해 위 토포스는 유사성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D. 관계 범주와 그에 조응하는 토포스들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은 관계의 범주다. 관계 범주는 자기 자신과 더불어 다른 것들
과 일정한 방식으로 얽혀 이야기되는 것들을 포괄한다. 간단한 예로는 큼과 작음, 원인과 결
과, 먼저와 나중, 두 배와 절반 등을 들 수 있다. 사례에서도 나타나듯이, 이 범주에는 미묘하
게 다른 관계들이 포함될 수 있을 텐데, 가장 크게 대립관계와 그 외의 상관관계를 지목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대립관계는 다시금 네 가지의 하위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관계 대립과 반

[질의 범주에 조응하는 토포스 V] ...다른 토포스는 ‘더와 덜’로부터 나온다. 예를 
들어, “신들조차 모든 것들을 알고 있지 않다면, 하물며 인간들은 말할 것도 
없다.” 왜냐하면 이는 “더 들어있을 법한 것에 들어있지 않다면, 분명히 덜 
들어있을 법한 것에도 들어있지 않다.”와 같기 때문이다...

『수사술』 II 23, 1397b12-19.

...그리고 비슷한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과 비슷한 것도 [가능하다]...
『수사술』 II 19, 1392a12-13.

① 상태·소유·능동·수동 범주 포함
② 굴절어의 파생
③ 반대와 더와 덜의 정도 차이를 받아들
④ 관계항과의 동시성과 맞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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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대립 그리고 결여와 소유 대립과 모순 대립이 그것들이다. 관계 대립은 관계 맺고 있는 대
상과 관련하여 자기 자신을 규정하는 것들의 경우이며 두 배와 절반이 그 사례다. 반대 대립
은 맞바꿈 관계에 따라 불리지 않고 관계항의 반대로 불리는 경우로서 좋음과 나쁨의 경우가 
그러하다.35) 결여와 소유 대립은 어떤 대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른 대립으로서 예컨대 
먼눈과 시각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모순 대립은 어느 한 쪽이 참이면 다른 한 쪽
은 반드시 거짓인 관계일 경우를 가리킨다. 그 외에도 여러 상관관계들이 있을 수 있다. 여기
에는 매우 많은 종류의 관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능동과 수동, 먼저와 나중, 단독과 공동, 변
화와 불변, 생성과 소멸, 원인과 결과 등이 속할 수 있다. 
 관계들은 그 안에 이항대립항을 품고 있고 그것들을 사용해서 주어와 술어의 같음과 다름을 
효과적으로 확립하거나 논박할 수 있다. 관계범주가 품고 있는 여러 관계들 속에는 결여와 소
유, 먼저와 나중 등 수많은 대립항이 들어있는데 만약 주어와 술어가 같은 것이라면, 한쪽이 
대립항들 가운데 하나를 받아들일 때, 나머지 하나도 동일한 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주
어와 술어가 사실 같은 것이 아니라면, 한쪽이 대립항들 가운데 하나를 받아들일 때, 나머지 
하나는 그 동일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될 것이다. 쉽게 말해서, X와 Y가 동치라면, X의 
결여는 Y의 결여일 것이고 X의 변화는 Y의 변화일 것이며 X보다 먼저는 Y보다 먼저를 의미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X는 결여하고 Y는 소유할 수 있다거나, X는 변화했는데 Y는 불변이
라거나, X는 먼저에 해당하는데 Y는 나중에 해당한다면, X와 Y는 결코 같은 것이 될 수 없
을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는 사례로는 아래의 토포스를 제시할 수 있다. 여기서 아리
스토텔레스는 시각과 눈멂을 감각의 소유와 결여를 통해 구분하고 있다.

 또, 관계 범주의 특성은 앞서 살펴 본 질의 범주와 유사한데, 관계항과의 동시성 및 맞바꿈 
관계가 추가된다. 먼저 관계항의 동시성이란, 관계로 묶인 두 항은 어느 한 쪽에 존재의 우선
성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컨대, 노예와 주인은 관계로 묶여있는데 노예는 주인이 있
기 때문에 노예일 수 있고, 주인은 노예가 있기 때문에 주인일 수 있으므로 노예와 주인 가운
데 어느 한 쪽이 먼저이고 나머지 한 쪽이 나중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관계항의 맞바꿈 
관계는 X와 Y가 관계로 묶일 때, 'X는 Y의 X다'가 성립할 경우, 'Y는 X의 Y이다'도 성립하
는 관계에 놓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맞바꿈 관계는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것
들이 주어질 경우, 성립하지 않는다. 가령,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절반과 두 배는 맞바꿈 서
술관계를 형성한다. 절반은 두 배의 절반이고, 두 배는 절반의 두 배인 것처럼. 그러나 새와 
날개의 경우는 맞바꾼 서술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 날개는 새의 날개지만, 새가 날개의 새는 
아니기 때문이다. 관계 범주의 이러한 특성을 활용한 토포스 역시 『변증술』과 『수사술』에서 

35) 좋음은 나쁨의 좋음으로 불리지 않고 나쁨도 좋음의 나쁨으로 불리지 않지만 서로 반대라고 이야기
되기 때문이다.

...반대인 것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결여와 소유의 경우들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 다만 결여의 경우들에서는 역수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옿려 직접적인 
수반관계가 항시 필연적으로 일어나야만 한다 그것은 마치 '시각'에는 '감각'이, '
눈멂'에는 '무감각'이 수반하는 것처럼 말이다. 왜냐하면 감각은 무감각에 대해 소
유와 결여로서 대립하기 때문이다. 이들 가운데 한편은 소유상태고 다른 편은 결
여상태이니까...

『변증술』 II 8, 114a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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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된다.

 위 토포스는 'X한 Y가 Z라면, 'X의 반대'한 'Y의 반대'는 'Z의 반대''라는 식으로 일반화할 
수 있겠다. 이 토포스에서 이피크라테스는 현재의 상황은 올바른 유비적 관계36)에서 벗어나있
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위 토포스를 사용한다. 성인에게 공적의무가 맡겨지고 아이들에게는 맡
겨지지 않아야 하는데, 자신의 아이에게는 단지 키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공적 의무를 부당하
게 강요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피크라테스는 이것이 올바른 관계를 벗어났으므로 제대로 된 
맞바꿈 관계를 형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해 사람들의 오류를 지적하며 이렇게 반문하
는 것이다. "우리 아들이 키가 크다고 공적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면, 아이는 키가 큰 성인이
고, 성인은 키가 큰 아이인 겁니까?“
 
V. 나가는 말

 이상에서 『변증술』과 『수사술』의 토포스 분류 체계가 모두 범주이론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존
재론을 바탕으로 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변증술』은 명제를 구성하는 네 가지 유형의 술어
가능어를 기준으로 토포스를 분류하고 있는데, 네 종류의 술어가능어는 각기 둘씩 짝지어 실
체와 속성에 대응하고 있었다. 『수사학』은 비록 명제나 술어의 유형을 표면적인 분류 기준으
로 제시하지는 않지만, 그 속에서 사용하는 명제와 토포스가 우연속성으로 집중되고 있었다. 
이것은 『변증술』과 『수사학』에서 토포스가 분류되어 취급되는 방식이 단순히 임기응변적인 것
이 아니며, 『분석론』 만큼은 아니지만, 토론과 연설이라는 특수한 맥락에서 사용되는 실용적 
목적의 논증을 체계화하는데 필요한 이론적인 배경을 그의 존재론으로부터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무시되고 있지 않음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아리스토텔레스의 토포스 
체계가 단지 『분석론』의 삼단논법이 완성되기에 앞서 잠시 거쳐갔던 과도기적 습작이라거나 
깊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지나간 시절의 사고방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리스토텔
레스 실용 논리학의 핵심적 장치라는 재평가가 촉진되기를 기대한다.

36) A : B ≒ C : D 즉, A에 대한 B의 관계가 C에 대한 D의 관계와 같거나 유사함.

...다른 토포스는 유비적으로 수반되는 것들로부터 나온다. 예를 들어, 이피크라테
스는 사람들이 나이가 아직 어린 자기 아들에게 키가 크다는 이유로 공적인 의무
를 강요했을 때, 큰 아이들을 성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작은 성인을 아이라고 표결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술』 II 23, 1399a3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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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찬사와 비난의 이중 구조
― 이소크라테스의 『부시리스』 구조 분석 ―

최미 (서울대 박사과정)

1. 머리말
   이소크라테스(기원전 436-338년)는 데모스테네스, 뤼시아스와 더불어 고전기 그리스의 연설 
분야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하지만 그는 직접 대중 앞에 서는 연설가가 아니었으며, 수사학의 
일반적인 체계를 세우려던 학자도 아니었다. 그는 법정 연설문을 대필하는 연설문 
작성가(logographos)로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고, 후에 학교를 세워 대부분의 세월을 교육에 
매진했다. 이소크라테스의 수사학 교육은 그리스 각지에서 찾아온 유력 가문의 자제들을 제자로 
받을 만큼 영향력이 있었다. 당시 다른 수사학 교사들이 그러했듯, 그의 교육 방식에는 주어진 
예문에 대한 비평이 포함되었으며, 그 예문에는 이소크라테스 자신의 저작인 『부시리스』가 
속한다.1) 지금까지 전해지는 이소크라테스의 저작 서른 편 가운데, 『부시리스』는 비교적 초기 
문헌으로 추측된다.2) 
   『부시리스』는 표면적으로 ‘나’로 표명되는 화자(아마도 이소크라테스 본인)가 ‘당신’으로 
표명되는 폴뤼크라테스3)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글이다. 도입부에서 이소크라테스는 폴뤼크라
테스의 연설, 즉 부시리스에 대한 변호(apologia)와 소크라테스에 대한 고발(katēgoria)이 실패
했음을 지적한다. 이소크라테스는 폴뤼크라테스가 양쪽에 있어서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따져보겠
다고 선언한 후, 내용의 상당량을 부시리스에 대한 찬사와 변호의 시범을 보이는 데 할애한다. 
그리하여 학자들은 대체로 『부시리스』를 서간문(epistolai)이 아니라, 연설문(logoi)으로 분류해
왔다. 또한, hyphothesis를 작성한 편집자가 소개했듯, 이 문헌은 ‘부시리스 찬사(encomium)’로
서 『헬레네 찬사 (Encomium of Helen)』, 『에바고라스 (Evagoras)』, 『전 아테나이인 축전
에 부쳐 (Panathenaicus)』와 함께 이소크라테스의 부각 연설로 분류되곤 했다.4)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서 연설은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의회 연설, 법정 연설, 부
각 연설이 바로 그것이다.5) 부각 연설(epideixis, epideiktikos logos)의 어원이 되는 고대 그리스

1) Johnson (1959), 28-34.
2) 학자들은 『부시리스』의 저술 연도를 기원전 380년 초반으로 추정하지만, 정확한 연도는 알려지지 않

았다. 『부시리스』의 연대 추정 논의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Livingstone (2001), 44-7.
3) 우리는 『부시리스』를 통해 폴뤼크라테스가 이소크라테스보다 연장자이며 수사학 교사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당시 아테나이에서 그는 클뤼타임네스트라, 파리스, 테르시테스에 대한 찬사처럼 역설적인 
주제나 쥐, 돌멩이, 주전자에 대한 찬사와 같이 사소하고 우스꽝스러운 주제를 다루는 사람으로 유명했
다고 한다(Livingstone (2010), 28-9). 

4) hyphothesis를 작성한 편집자는 『부시리스』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이소크라테스는 그(폴뤼크라테
스)가 어떻게 찬사(encomium)를 써야 했는지 몸소 제시한다. 때문에 이 연설 역시 네 개의 찬사에 속
한다(ho Isokratēs...hupotithetai autos pōs edei auton grapsai to egkōmion. dio kai ho logos houtos 
tōn tessarōn egkōmiōn estin, hypothesis 44-6).” (Ibid., 4 n. 1 재인용)

   이소크라테스가 쓴 저작의 장르 분류는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부시리스』는 대체로 찬사 연설, 
부각 연설로 분류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Too (1995), 10-9.  

5) Rhet. 1358b 6-8 참조. 앞서 두 연설 장르와 비교했을 때, epideixis에 대한 한국어 번역어는 다양하게 
쓰인다. 단어의 어원을 살려 ‘과시 연설’로 번역하기도 하고, 이 연설 장르가 장례 연설에서 시작되었으
며 다양한 예식에서 사용된 점에 기대어 ‘예식 연설’로 번역하기도 하며, 대상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부각한다는 의미에서 ‘부각 연설’ 번역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당시 아테나이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행해지던 추도 연설과 소수의 소피스트와 수사학 교사에 의해 시도되던 실험 연설을 모두 아우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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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동사 epideiknunai는 주로 중간태로 사용되어 ‘과시하다’, ‘자신의 능력을 보여 주다’라는 의
미를 갖는다.6) 앞서 두 종류의 연설과 비교했을 때, 부각 연설은 특정한 현안에 대하여 청중의 
결정을 촉구하려는 목적을 갖지 않으며7), 때로는 연설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데 초점이 맞
춰진다.8) 부각 연설은 대상을 칭찬하거나(praise) 비난하는(blame) 방식으로 이뤄지며, 가상의 
법정 연설 형식을 취하기도 한다. 폴뤼크라테스의 부시리스 변호(apologia)와 소크라테스 고발
(katēgoria) 역시 부각 연설에 속한다.9) 그리고 이소크라테스는 그의 연설에서 잘못된 점을 비
판하고 몸소 시범을 보인다. hyphothesis를 작성한 편집자는 이소크라테스가 부시리스 찬사의 
시범을 보인다는 부분에 주목했고, 이후 학자들 역시 대체로 본 문헌을 ‘부시리스 찬사’로 받아
들였다.10) 하지만 이러한 시각에는 불만족스러운 점이 남는다.
   첫째, 이소크라테스에게 부시리스는 그 자체로 중요한 대상이 아니다. 부시리스에 대한 시범 
연설을 보이기에 앞서, 그는 자신이 칭찬하려는 대상이 진지하지 않은 주제임을 밝힌다.11) 글의 
마무리에서도, 이소크라테스는 자신의 궁극적인 목적이 부시리스에 대한 찬사와 변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폴뤼크라테스에게 찬사와 변호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 주는 데 있음을 밝힌다.12) 
둘째, 이소크라테스가 부시리스 찬사를 폴뤼크라테스에게 보내는 편지에 종속시키는 이중 구조 
형식을 취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과를 설명하기에 부족하다. 『부시리스』는 부시리스 찬사라는 
텍스트 밖의 텍스트로서 폴뤼크라테스의 연설에 대한 비평이 포함되며, 이는 수신자와 발신자의 
일대일 관계를 상정하는 편지 형식으로 쓰였다. 『부시리스』의 독해는 이러한 중층 구조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 끝으로, 본 문헌을 ‘부시리스에 대한 찬사’로 보는 시각은 서두에서 
이소크라테스가 비판해 보이겠다고 선언했던 폴뤼크라테스의 연설이 부시리스 변호만이 아니라, 
소크라테스 고발도 포함된다는 점, 그러나 후자는 거의 다루지 않은 채 글을 끝맺었다는 점을 
지나친다. 
   본고에서는 우선 『부시리스』를 폴뤼크라테스에 대한 비판 및 충고와 부시리스에 대한 
찬사 및 변호로 나누어 각 부분의 내용을 살핀 후, 각각이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지 분석할 
예정이다. 그리고 그 둘이 어떻게 상호 작용하며, 그것을 통해 성취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피고자 한다. 그런 후, 이소크라테스가 부시리스에 대한 시범 연설과 비평은 충분히 
다루면서도 소크라테스에 대한 것은 누락한 까닭에 대해서도 논할 예정이다. 

있는 ‘부각 연설’을 번역어로 택했다. 이외에도 ‘장식 연설’, ‘시범 연설’ 등이 사용되기도 한다.
6) LSJ s.v. epideiknumi I. 2. a
7) 의회 연설과 법정 연설은 청중을 설득 시켜 어떤 실제적인 행동이나 결정을 끌어내는 것이 목적인 반

면, 부각 연설은 그렇지 않다.
8) 이는 당시 소피스트들의 부각 연설에서 두드러진 점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의 연설 능력을 과시

하기 위해 역설적인 주제를 선택하곤 했다. 반면, 실제 아테나이 사람들의 생활 속에 자리했던 대표적
인 부각 연설로는 전사자들을 위해 국가 장례식에서 행해지던 장례 연설(epitaphios logos)을 들 수 있
는데, 이는 보다 넓은 사회적인 기능을 갖는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 Carey (2007), 240-6.

9) 두 연설은 문헌으로 전해지지 않는다. 기원전 3세기에는 폴뤼크라테스의 소크라테스에 대한 고발 연설
이 실제 고발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잘못 알려지기도 했지만, 현대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데 의견
을 모은다(Livingstone (2001), 32). 

10) 각주 4번 참조.
11) Bus. 9 “비록 심각하지도 않고 고상한 언어를 갖지도 않지만(kaiper ou spoudaian ousan oude 

semnous logous echousan).”
12) Bus. 44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부각 연설(epideixis)을 한 것이 아니라, 이것들(칭찬과 변호) 각각

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신을 위해 보여 주고 싶어서 그것들에 관해 논한 것입니다(ou gar epideixin 
tois allois poioumenos, all’ hupodeixai soi boulomenos hōs chrē toutōn hekateron poiein, 
dieilegmai peri autō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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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 가지 층위
   앞서 언급한 『부시리스』 내의 두 가지 층위, 즉 폴뤼크라테스에 대한 비판과 충고라는 첫 
번째 층위와 부시리스를 향한 찬사와 변호의 두 번째 층위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에서 보듯, 『부시리스』는 내용상 다섯 개의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 부분(1-9절)에서 
이소크라테스는 폴뤼크라테스의 부시리스에 대한 변호와 소크라테스에 대한 고발에서 각각 잘
못된 부분을 보이겠노라 선언한 후 부시리스에 대한 찬사와 변호의 시범 연설을 하기로 한다. 
두 번째 부분(10-29절)에서는 부시리스 찬사의 시범 연설이 이루어진다. 세 번째 부분(30-33
절)에서 이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찬사를 폴뤼크라테스의 연설과 비교 및 대조한다. 네 번째 부분
(34-43절)에서는 부시리스에 대한 변호가 이루어진다. 다섯 번째 부분(44-50절)에서 이소크라
테스는 폴뤼크라테스의 변호를 비판하고 그에게 충고하면서 편지를 마친다. 이렇게 『부시리
스』는 이소크라테스가 폴뤼크라테스에게 비판하고 충고하는 첫 번째 층위와 부시리스에 대한 
찬사와 변호의 시범을 보이는 두 번째 층위로 나눌 수 있다. 이 장에서는 각 부분에서 이뤄지는 
진술과 그 기능을 분석하고자 한다.

2.1. 폴뤼크라테스를 향한 비판 (1-9절)
   도입부에 해당하는 1-3절은 이 문헌이 폴뤼크라테스라는 수신자를 향한 편지임을 드러낸다. 
나중에는 아이러니한 표현으로 드러날 것이지만, 여기에서 이소크라테스는 폴뤼크라테스라는 

1-9절

폴뤼크라테스에 대한 비판

1-3절: 도입부

4-6절: 폴뤼크라테스의 두 가지 잘못 지적

7-8절: 부시리스의 찬사에서 범한 잘못

9절: 부시리스의 찬사와 변호에 대한 시범 선언

10-29절

부시리스를 향한 찬사

10-11절: 부시리스의 고귀한 태생과 탁월함에 대한 열망

11-14절: 아이귑토스의 건립과 지리적 이점

15-20절: 아이귑토스의 훌륭한 정체와 그 영향력

21-23절: 아이귑토스의 지적 풍토

24-27절: 아이귑토스의 종교와 그 역할 

28-29절: 아이귑토스인들의 경건함에 대한 증인첫 번째 층위

두 번째 층위
30-33절

두 찬사의 비교 및 대조
30-33절: 이소크라테스와 폴뤼크라테스의 찬사 비교 및 대조

34-43절

부시리스에 대한 변호

34절: 부시리스에게 가해질 수 있는 비난 인식

35-37절: 부시리스에게 가해지는 비난 반박

38-40절: 시인들에 대한 비판

41-43절: 신들에 대한 폴뤼크라테스의 발언 반박

44-50절

폴뤼크라테스를 향한 충고

44-48절: 폴뤼크라테스의 변호에 대한 비판

49-50절: 폴뤼크라테스를 향한 충고 

<표 1.『부시리스』 의 구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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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있는(epieikeian, 1절)” 수사학 교사에게 “호의를 갖고”(eunoikōs, 3절) “다른 사람들에게
는 최대한 숨긴 채”(pros de tous allous hōs hoion te malist’ apokrupsasthai, 2절) 충고하겠노
라 말한다.13) 이소크라테스가 폴뤼크라테스에게 비판하고 충고하는 첫 번째 층위에서 눈여겨 
볼 점 중 하나는 폴뤼크라테스에 대한 비판의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폴뤼크라테스에 대한 태도
의 변화이다. 폴뤼크라테스에게 호의적으로 다가서는 듯하면서도 때론 냉혹한 비판을, 때론 신
경질적인 비난을 가하는 이소크라테스의 태도는 본 문헌에 대한 다층적인 이해를 도울 것이다. 
   이어지는 4절에서 그는 폴뤼크라테스의 잘못을 지적하며 본론으로 들어간다. 이 부분은 향
후 내용에 대한 간략한 개요이기도 하다. 내용인즉, 폴뤼크라테스는 부시리스를 변호하고 소크
라테스를 고발했는데, 이소크라테스가 보기에 그는 잘못된 연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은 
인지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만족하고 있으니,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 보여 주겠다는 것이
다. 이소크라테스가 행한 비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찬사란 본래 그런 것보다 좋게 찬미하는 
것이고 비난은 그 반대이다(4절). 그런데 폴뤼크라테스는 부시리스를 변호하겠다면서 그를 비난
하려는 사람보다 더 큰 혐의를 씌웠고, 소크라테스를 비판하겠다면서 찬미하려는 사람보다 더 
큰 찬사를 했다(5절). 이는 변호하려는 대상에게는 분노를 살 테고, 비판하려는 대상에게는 고
마움을 얻을 테니 수치스러운 일이다(6절). 
   우리는 폴뤼크라테스의 두 연설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소크라테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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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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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호(tēn apologian)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시범을 보이겠다고 선언한다(9절).

2.2. 부시리스를 향한 찬사 (10-29절)
   부시리스의 아버지는 포세이돈이고 어머니는 제우스의 후손인 리비아이다. 그는 태생 자체도 
고귀했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탁월함을 성취하기를 원했다(10-11절). 그리
하여 아이귑토스 왕국을 건립하게 되는데, 그 땅은 비옥할 뿐만 아니라, 적들의 침략에 대해 유
리한 입지 조건을 지녔다(11-14절). 부시리스는 바로 그런 땅에 왕국을 세웠고, 훗날 라케다이
몬 사람들이 모방하고 이름난 철학자들조차 선호하게 될 정체(政體, politeia)를 구성했다(15-20
절). 더 나아가, 부시리스는 아이귑토스의 지적인 풍토를 만들었고(21-24절), 아이귑토스 인들이 
타인에게 짐승처럼 행동하지 않고, 지도자의 명령을 잘 준수하며, 굳건한 신실함을 보여 줄 수 
있는 종교적 관행을 만들었다(24-27절). 아이귑토스인들의 경건함을 배운 퓌타고라스는 사람들
의 존경을 받았다(28-29절). 
   이소크라테스의 부시리스 찬사는 간략하지만, 찬사 연설의 기본 구조를 충실하게 따른다. 그
는 먼저 부시리스의 태생적 훌륭함(aretē)을 탄생 계보를 통해서 나타내고, 행위의 훌륭함을 아
이귑토스의 건립을 통해 드러낸다. 이소크라테스는 부시리스의 태생적 훌륭함보다는 행위의 훌

13) 비난하려는 대상에게 칭찬으로 서두를 떼는 것은 연설의 관행 중 하나이다.
14) 대상의 탄생 계보는 대체로 찬사 연설에서 첫 번째 화두에 속한다. 찬사 연설의 문법에 대해서는 다음

을 참조. Pernot, (2016), 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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륭함을 얘기하는 데 초점을 맞추며, 그 행위의 훌륭함은 부시리스가 세운 아이귑토스의 지리적 
조건, 정치 체제, 그것들이 다른 나라에 미친 영향력, 지적 풍토, 종교 등으로 설명된다.15) 즉, 
이소크라테스의 부시리스 찬사는 행위의 탁월한 결과물에 초점을 맞춰 그러한 행위를 일으킨 
자가 부시리스였다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한, 행위의 탁월한 결과물인 아이귑토스는 
이소크라테스가 속한 그리스 공동체에서 공감대를 얻을 만한 방식으로 서술된다.16) 이렇게 이
소크라테스는 끔찍한 신화로 전해지는 부시리스를 아이귑토스라는 나라를 통해 안전하게 칭송
하는 방법을 마련했고, 이는 일견 성공한 듯 보인다.
 
2.3. 두 찬사의 비교 (30-33절)
   부시리스에 대한 찬사가 끝나기 무섭게, 이소크라테스는 그동안 배제되었던 폴뤼크라테스의 
존재를 다시 호명한다. 자신의 연설에 비판받을 여지가 있음을 의식한 이소크라테스는 비록 
앞서 연설에 대한 증거를 댈 순 없지만, 그 점을 두고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은 폴뤼크라테스가 
아님을 분명히 한다(30-31절).17) 폴뤼크라테스 역시 증거를 대지 않고 연설한 것은 매한가지며, 
자신은 그나마 법률과 정체같이 아름답고 훌륭한 사람들에게 속하는 영역에 관해 말했지만, 
폴뤼크라테스는 짐승들에게나 속하는 영역에 관해 말했기 때문이다(32절). 서로가 진실을 
다루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신은 찬사 연설의 원칙에 충실했고, 폴뤼크라테스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기에 완전히 실패한 셈이다(33절). 
   이 대목은 두 가지 점에서 흥미롭다. 하나는 이소크라테스의 관심이 부시리스 그 자체가 
아니라, 찬사 연설의 원칙에 있음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점에서 그렇고, 다른 하나는 
폴뤼크라테스에 대한 이소크라테스의 태도가 마치 법정에서 공방 중인 상대를 대하는 듯 
보인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한 태도는 부시리스에 대한 변호에서 계속 이어진다.

2.4. 부시리스에 대한 변호 (34-43절)
   이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찬사가 형식적으로는 괜찮았을지 모르지만, 부시리스에 대해 기존에 
널리 알려진 안 좋은 인식을 바꾸기는 어려운 일임을 인정한다(34절). 그럼에도, 그는 부시리스
에게 가해질 수 있는 비난을 막아내는 동시에, 폴뤼크라테스가 부시리스를 변호한 방식을 비판
한다. 이소크라테스가 사람들의 통념과 폴뤼크라테스의 연설을 반박하며 부시리스를 변호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시리스에 관한 끔찍한 신화는 사실이 아니라 추정의 영역에 있다(35절). 둘째, 아이
귑토스의 건립자로서 부시리스 이상으로 훌륭한 자는 없다(35절). 셋째, 부시리스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연대 추정에 오류가 있다. 사람들은 부시리스가 손님들을 제물로 바치고 나중에 헤라
클레스에게 보복을 당했다고 말하는데, 헤라클레스는 부시리스보다 200년 뒤의 인물이다(36-37
절). 끝으로, 폴뤼크라테스가 따른 시인들의 말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시인들은 신들을 인간들보
다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겪는 존재로 묘사하는 부당한 자들이며, 그에 걸맞게 비참한 삶을 살
기 때문이다(38-39절). 

15) 이는 부분적으로 부각 연설의 한 종류인 도시에 대한 찬사 형식을 갖는다. 도시에 대한 찬사는 제정기 
로마 이후에 활성화되었으며, 그 대상이 되는 도시는 로마였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 Ibid., 
42-5. 

16) 이를테면, 아이귑토스인들의 동물숭배는 부시리스의 정치적 목적에서 기인한 것이고, 퓌타고라스는 그 
자신의 경건함으로 사람들에게서 존경을 얻었다.

17) Mirhady의 평가처럼, 상대방의 논거를 예상하여 선수 치는 것은 법정 연설의 일반적인 기술이긴 하지
만, 이 대목에서의 이소크라테스는 지나치게 긴장한 듯 보인다. Mirhady (2000), 56 n.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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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소크라테스는 사건이 사실이 아니라 추정의 영역에 있음을 주장하고, 부시리스의 
훌륭함을 언급함으로써 그의 무고함을 호소하며, 사실관계의 오류를 따지고, 증인들의 신뢰성을 
부정한다. 여기에서 이소크라테스는 마치 자신이 법정에 선 부시리스의 변호인인 양 연설을 
구성한다.18)

2.5. 폴뤼크라테스를 향한 충고 (44-50절)
   변호를 마친 이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목적이 부시리스의 찬사와 변호 그 자체에 있지 않으며, 
폴뤼크라테스에게 찬사와 변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식을 보여 주는 데 있음을 밝힌다
(44절). 그는 폴뤼크라테스의 변호 연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한다. 그의 연설은 변호가 아니
라, 고발에 가깝다(44-46절). 그런 연설을 밑에서 배우는 학생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들이다(47절). 누구도 설득할 수 없는 연설을 굳이 할 필요가 없으며, 폴뤼크라테스의 연설은 
하지 않으니만 못한 것이었다(47-48절). 그럼에도, 이소크라테스는 폴뤼크라테스가 자신의 연설 
방식을 받아들인다면 앞으로는 무가치한 연설을 하지 않으리라 조언한다(49절). 그는 자신이 폴
뤼크라테스보다 나이가 어리고 가까운 사이는 아니지만, 연설에 대해서 잘 알고 돕기를 원하기
에 이와 같이 조언하였음을 밝히며 편지를 마친다(50절).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소크라테스의 목적은 부시리스의 찬사와 변호 그 자체에 있지 않음
이 다시금 강조된다. 이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시범 연설과 폴뤼크라테스의 연설에 대한 비판을 
통해 찬사와 변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시했으며, 이를 “돕는 것(ōphelein)”이라 표현했다. 
그러나 폴뤼크라테스를 향한 이소크라테스의 몇몇 발언은 비판을 넘어 비난으로까지 보인다. 

3. 이중 구조의 기능
   앞에서는 『부시리스』를 다섯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각 부분을 요약하고 분석하였다. 부시
리스에 대한 찬사와 변호는 이소크라테스가 시범으로 선보인 부각 연설이며, 이는 이소크라테스
가 폴뤼크라테스에게 보내는 편지에 종속된다. 편지는 텍스트 밖의 텍스트로서 존재하는 폴뤼크
라테스의 연설을 염두에 둔 채 작성되었다. 이는 문헌 안으로 끊임없이 소환되지만, 우리는 내
용을 직접 확인할 수 없고, 이소크라테스의 비판을 통해 간접적으로 짐작할 수 있을 따름이다. 
   『부시리스』에서는 텍스트 밖의 텍스트, 첫 번째 층위의 비판 및 충고, 두 번째 층위의 시
범 연설 세 가지가 내내 상호작용한다. 폴뤼크라테스의 연설은 이 편지가 작성된 원인이며, 첫 
번째 층위의 비판 및 충고는 두 번째 층위의 시범 연설을 불러오고, 이 두 번째 층위는 다시 
첫 번째 층위에 의해 보충된다. 두 번째 층위에서 이소크라테스의 목적은 부시리스라는 신화 속 
인물에 대한 찬사와 변호 그 자체에 있지 않다. 따라서 그의 시범 연설은 완전한 형식을 갖출 
필요가 없이 폴뤼크라테스가 무엇을 잘못했으며, 찬사와 변호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알 
수 있을 만큼만 보여 주면 된다. 나머지는 폴뤼크라테스에 대한 비판과 충고가 주를 이루는 첫 
번째 층위에 의해 채워진다. 
   텍스트 내에서 이소크라테스는 폴뤼크라테스라는 특정한 수신자를 비판하고 충고하지만, 텍
스트 바깥의 독자에게 이소크라테스의 비판과 충고는 가르침과 조언이 된다. 머리말에서 언급했
듯, 이소크라테스의 수사학 교육에는 주어진 예문에 대한 비평이 포함되었고, 그 예문에는 『부

18) 본고에서는 『부시리스』의 34-43절을 부각 연설의 일종인 가상의 법정 연설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다른 한편으로 Livingstone은 이 부분을 법정 연설 중 증언(Proof)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본다. 그는 
『부시리스』의 전체 구조 자체가 ‘머리말(proem)-진술(Narrative)-증언(Proof)-맺음말(Epilogue)’로 구
성되는 법정 연설의 기본 구조를 따른다고 얘기한다(Livingstone (2010), 10-1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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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스』가 속한다. 비평은 주로 이소크라테스 자신이 수행하며 학생들이 받아적는 방식으로 이
루어졌다.19) 『부시리스』의 이중 구조 형식은 이소크라테스의 교육 방식이 텍스트 내부로 편
입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폴뤼크라테스의 교육자로서의 자격을 문제시하고 자신의 
연설 능력이 우위에 있음을 입증해 보인 본 문헌은 이소크라테스 자신에 대한 홍보 프로그램으
로서 기능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이 글은 이소크라테스의 목표에 제대로 도달했을까? 
   사실 글의 도입부에서 밝힌 이소크라테스의 목적은 폴뤼크라테스의 부시리스 변호에 대한 
비판만이 아니었다. 4절에서 그는 부시리스 변호에 더해 소크라테스 고발에 대한 비판까지 수행
하겠노라 선언했다. 하지만 이소크라테스는 소크라테스에 대한 비난을 다루지 않았다. 왜 그는 
폴뤼크라테스의 소크라테스 고발에 대한 비판과 자신의 시범 연설을 누락했을까? 
   첫째, 아마도 그는 찬사와 비난이 갖는 거울 관계를 의식하여, 찬사 부분만 제대로 다룬다면 
비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보여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 둘째,『부시리스』
가 학생들에게 교육용 자료로서 읽혔다는 텍스트 밖 맥락을 감안했을 때, 폴뤼크라테스의 소크
라테스 고발에 대한 비평과 올바른 예문 작성은 학생들에게 과제로 부여되었을 가능성을 충분
히 상상해 볼 수 있다.20) 세 번째 이유는 당시 아테나이에서 소크라테스라는 실존 인물이 갖고 
있던 영향력에서 찾을 수 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당시 사회에 남아 있던 소크라테스의 기
억과 이소크라테스가 그에게 가졌던 존경심은 연설의 원칙에 집중하려는 본 문헌의 목적에 맞
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소크라테스에 대한 비난은 누락했을지라도, 이 문헌에서 다른 대상에 
대한 비난은 수행되었다. 바로 폴뤼크라테스에 대한 비난이 그것이다. 이는 대상 그 자체보다 
목적에 맞는 연설 구성을 우선시하는 이소크라테스의 생각과 폴뤼크라테스에 대한 그의 태도 
변화를 맞물려서 이해해 볼 수 있다. 
   도입부에서 “호의를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최대한 숨긴 채” 충고하겠다던 이소크라테스
는(1-9절), 중반부에 이르자 마치 법정에서 공방 중인 상대를 대하듯 폴뤼크라테스의 연설을 비
판했다(30-43절). 끝부분에서 그는 폴뤼크라테스의 연설이 변호가 아니라 고발에 가까우며, 하
지 않으니만 못한 쓸모없는 것이라 비난한다(44-48절). 폴뤼크라테스에 대한 비난과 충고를 이
루는 이 첫 번째 층위는 부시리스에 대한 찬사와 변호를 담는 그릇이나 틀(frame)로서만 기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하나의 비난 연설을 구성한다. 결과적으로 부각 연설의 두 축을 
담당하는 칭찬과 비난은 부시리스에 대한 찬사 및 변호를 다루는 두 번째 층위와 폴뤼크라테스
에 대한 비난 및 충고를 다루는 첫 번째 층위, 이 두 층위에서 고루 수행되는 셈이다.
   
4. 맺음말
   『부시리스』는 부시리스에 대한 이소크라테스의 시범 연설이 폴뤼크라테스에게 보내는 편
지에 종속된 이중 구조를 취한다. 이를 통해서 이소크라테스는 대상에 대한 찬사 및 변호가 어
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시범을 제시할 뿐 아니라, 잘못된 예시에 대한 비평을 한 번에 수행한
다. 이는 텍스트 내의 수신자인 폴뤼크라테스에게는 비판과 충고가 되지만, 텍스트 바깥에서 본 
문헌을 수사학 예문으로 삼아 학습하는 학생들에게는 가르침과 조언이 될 수 있다. 또한, 폴뤼
크라테스에 대한 비판과 충고를 구성하는 첫 번째 층위는 하나의 비난 연설로 볼 수 있으며, 이
는 부시리스에 대한 찬사와 변호라는 두 번째 층위와 맞물려 작동한다. 끝으로, 본 문헌은 교육
자로서의 이소크라테스 자신에 대해 홍보 프로그램으로서도 기능한다.

19) Johnson (1959), 28-34.
20)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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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크라테스의『헬레네 찬사 1』에 나타난 정치적 메시지 
 

김충구 (서울대학교 서양고전학과) 
 
 

서론 

기원전 370 년대 초, 아테네의 교육자 이소크라테스(Isocrates, 기원전 436-338)는 부각 
연설(epideiktikos logos) 『헬레네 찬사』(Helenes Encomion)를 발표한다. 이 작품에는 세 가지 
참신함이 돋보인다. 첫째, 헬레네가 찬사의 주제로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스파르타의 여왕이었던 
헬레네는 트로이아의 왕자 파리스와 사랑에 빠져 도망쳤고, 스파르타와 그리스 연합군은 
헬레네를 되찾기 위해 10 년 가까운 전쟁을 치렀다. 이러한 신화적 배경 때문에, 이소크라테스 
이전 문학에서, 헬레네는 대개 트로이아 전쟁의 원흉으로 다루어졌다. 그러나 이소크라테스는 
고르기아스(Gorgias, 기원전 485-385 경) 와 함께 부정적 평판을 가진 헬레네를 찬사의 주제로 
새롭게 활용하고 있다. 2  
또한 『헬레네 찬사』는 형식적인 면에서도 새로움을 보여준다. 고르기아스는 헬레네를 전쟁의 

원인이라는 오명을 벗기는 변론의 형식으로 헬레네를 부각한 반면, 이소크라테스는 변호하지 
않고도 헬레네를 찬양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소크라테스는 헬레네와 연관된 다양한 신화를 
활용함으로써 헬레네를 찬양했다는 점에서 형식적 참신함을 선보였다고 할 수 있겠다.  

 
1  이 작품의 제목 번역에는 두가지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하나는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기원전 384 - 
322)가 언급한 제목을 사용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필사본의 제목을 사용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Rhetorica) 1414b12에서 처음으로 이 작품을 비평하며, 제목을 『헬레네』(Helene)로 언급했다. 필
로데모스(Philodemus, 기원전2-1세기 경) 의 경우에도 『수사학에 대하여』(Peri Rherorika)  2권에서 아리스토
텔레스와 같은 제목을 붙인다. cf. Chandler (2017), 52. 그러나 이후 사정은 바뀐다. 수사학자 퀸틸리아누스 
(Marcus Fabius Quintilianus, 기원후 2세기경)은 『웅변가 교육론』(Institutio Oratoria) III.9에서 『헬레네 찬사』
(Laus Helenae)라는 제목을 사용했다. 아마 고전기 그리스의 연설들을 정리하고 분류하는 과정에서, 이 작품은 
찬양 연설 범주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전통에 따라, Drerup의 비판정본에 따르면, 3가지의 주요 필사
본인 우르비나스(Γ), 바티칸(Λ), 라우렌티아(Θ) 판본에서 모두 『헬레네 찬사』 (Helenes Encomion)로 표기한
다. cf. Drerup (1906), 65. 요컨대, 작품 발표 이후 가까운 두 세기 동안의 언급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권위를 인
정한다면, 『헬레네』라는 제목을 따라야 할 것이고, 다수의 필사본 전통에 따른다면, 『헬레네 찬사』혹은 
『헬레네 찬양연설』정도의 제목을 붙여야 할 것이다. 우선, 필자는 본고에서 후자의 경우를 따른다. 이소크
라테스 자신도 이 작품 14장에서 올바른 찬사의 형식을 제안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까닭이다.  
2  호메로스(Homeros, 기원전 8세기경) 작품에선, 헬레네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 예시로, 『일리아스』(Ilias) 
3권155-165행에서, 일부는 헬레네를 후손에게 재앙이 될 여인이라고 평가하지만, 프리아모스 왕은 잘못이 그
녀에게 있는 것이 아닌, 신들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다. 『오뒷세이아』(Odysseia)에선 더 노골적으로 헬레네
에 대한 적대감이 표출된다. 오뒷세우스의 돼지치기 하인 에우마이오스는 『오뒷세이아』14권67-71절에서 "
헬레네의 일족이 무릎을 꿇고 쓰러져 죽어버렸으면!" 하고 저주한다. 이에 반해, 사포(Sappho, 기원전 630-
570 경)와 고르기아스(Gorgias, 기원전 485-385 경) 는 대표적으로 헬레네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조하
지 않는다. 사포의 경우 『레즈보스 시인들의 단편집』(Poetarum Lesbiorum fragmenta) 16에서 "아름다움으로 
인간을 압도"하는 여인임을 부각한다. 한편 기원전 5세기 후반 활동한 고르기아스는 대표적인 저작 『헬레네 
예찬』(Enkomion Helenes)을 남기는데, 이 저작에서 그는 헬레네에게 지워진 파렴치한 여인의 이미지를 변호
하고 말의 힘을 강조한다. 고르기아스 『헬레네 예찬』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김남두 (2005)를 참조. 호메로
스의 저작과 사포의 번역은 천병희 (2015)와 김남우 (2018)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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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무엇보다도 본고가 주목할 참신함은『헬레네 찬사』에 반영된 정치적 메시지이다. 
『헬레네 찬사』의 작성 연대는 370 년대 초반으로 사료된다.3 이 시기 전후에는, 권력의 정점 4에 
오른 스파르타가 주변 도시 국가들의 분쟁에 개입하여 강제로 친스파르타 정부를 세우거나, 
동맹국에서 강제로 지원군을 징집하는 등 주변 도시 국가들에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곤 했다. 
그리스 도시 국가들은 자치와 안보를 위협받고 있다 느꼈고, 이에 반응해 아테네는 '제 2 델로스 
동맹'(Second Athenian Confederacy)을 조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던 상황이었다. 5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이소크라테스는 380 년, 『파네귀리코스』(Panegyricos)를 발표하여 스파르타를 
대체하는 아테네의 지도자 역할을 제안한다. 그러나 『파네귀리코스』뿐만 아니라, 『헬레네 
찬사』에서도 신화적 상징을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이는 당대에 매우 
신선한 시도였다. 의도적으로 부각연설에 정치 사상을 투영하는 경우도 거의 없었거니와, 신화를 
이용하여 시대상을 암시하는 방식도 드물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다양한 신화를 사용하는 헬레네 부각 방식과 정치적 상징 분석을 양 축으로 
하여 이 작품을 분석함으로써, 『헬레네 찬사』의 참신함을 확인해 보고, 근대의 정치 
프로파간다와 같이, 신화를 통해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한 고전적 사례로 이 작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소크라테스의 『헬레네 찬사』 본문 분석 

도입부(1 장-15 장)에서 이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의 이론과 교육을 비판하고 자신의 철학적 
조언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본론에서는 헬레네의 아름다움을 칭송하고, 테세우스, 그리스, 
아시아가 헬레네를 추구했던 사건들을 앞세워 예증한다(16-60). 다음으로, 신화적 인물들과 신들이 
헬레네를 추구할 수밖에 없던 동기 즉, 아름다움을 칭송하는 한편, 그녀를 추구하며 얻었던 
이득을 보여준다(61-66). 마지막으로, 헬레네가 그리스 세계를 한마음 한 뜻(omonoia)으로 만들고 
아시아 원정[트로이 전쟁] 승리를 가져온 원동력 즉, '범(汎)그리스주의'(panhellenism)의 원동력이 
된 여인인 점을 강조하며 찬사를 갈무리한다.  

1. 도입부: 차별화와 설계  

도입부는 소피스트 이론 비판(1-5)과 찬사 교육자였던 당대 소피스트 비판(6-13)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소크라테스에 따르면, 옛 소피스트들은 오래 전부터 현실과 괴리된 기이하고(atopos) 
비상식적인(paradoxos) 주제를 다뤄왔다(1-2). 시간이 지나 이들의 이론이 무익한 것임이 
드러났음에도(3), 여전히 옛 소피스트들의 주장에 시간을 쏟는 당대의 신(新) 소피스트들도 특히 
비난받는다(4). 허나, 이소크라테스의 실제 의도는 소피스트 비판에만 있지 않다. 오히려 
소피스트들에게 자신의 철학을 제안하고, 생각을 바꾸도록 이하와 같이 조언하고 있다.  
  

 
3  『헬레네 찬사』의 작성 연대 추정은 학자들마다 상이하다. 연대와 그에 따른 역사적 배경은 『헬레네 찬
사』의 정치적, 역사적 성격을 밝히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특히 이소크라테스가 시대에 맞는(kairos) 연설 
작성을 가장 중요한 철학적 목표로 삼고 있는 만큼, 연대와 당대사에 대한 분석은 필수적이다. 이소크라테스 
철학에서 적시(kairos)의 중요성은 본고 각주5와 김헌 (2013)을 참조. 연대에 관해 김봉철 (2004), 68; Drerup 
(1906), CXXXI-CXXXIV; Seager (1970), 598 ; Mirhardy (2000), 31-32 를 참조. 
4 시켈리아의 디오도로스(Diodoros Sikeliotes, 기원전 1 세기 경)『역사총서』(Bibliotheca historica), XV.23.3. 
5김봉철(2004)에 따르면, 기원전 378 년 스파르타가 우발적으로 아티카 반도에 침입해 약탈을 저지른 사건을 
계기로 아테네에선 재무장 여론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제 2 델로스 동맹의 형성 전후의 역사적 배경에 
관해선, 김봉철 (2004), 89-138; 김진경 (2009), 284; Lewis (1994), 163-164 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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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주: 신(新)소피스트들은] 진실(aletheia)을 추구해야 합니다. (⋯) 유용한 
일에 관해 공명관대한(epieikes) 의견[관점](doxa)을 형성하는 것이 훨씬 
강력한 일입니다. 또, 큰일을 다루며 작은 진전이라도 이루는 편이 훨씬 
강력합니다. (이소크라테스『헬레네 찬사』5)6 

 이소크라테스는 당대 소피스트들을 비판하고 청자들에게 자신의 차별점과 철학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헬레네 찬사』의 도입부를 들은 청중이라면 다소 당황스러울 것이다. 도입부에서 
헬레네에 대한 이야기는 일언반구도 없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수사학』(Rhetorica)에서 이를 지적한다.  

과시용 연설[역자 주: 부각 연설]에서도 연설가는 (⋯) 말하자면 말하고 싶은 
것을 당장 말하고 나서, 주제를 제시하고는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이소크라테스의 『헬레네』[역자 주:『헬레네 찬사』]의 도입부가 그렇다. 
논박들과 헬레네 사이에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 천병희 역, 1414b, 24-30) 

아리스토텔레스의 권위에 따라, 오랫동안 도입부는 본문의 헬레네 찬사와 괴리된 것으로 
해석되었다. 요컨대, 도입부의 소피스트 비판은 그저 이소크라테스가 하고 싶은 말을 추가했을 뿐 
경쟁 교육자들과 이소크라테스 교육의 차별점을 홍보[공언](epaggelma)하는 수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다.7  
그런데, 『헬레네 찬사』의 도입부가 '헬레네 찬양'이라는 주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연구들이 

있다. 예컨대, Kennedy는 도입부와 본문이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8 Kennedy의 연구에 따르면, 
이소크라테스는 자신과 소피스트와의 차별점을 드러냄과 동시에, 자신이 선택한 헬레네라는 
주제는 "큰 일" 이며 "현실"에서 "작은 진전"을 이루게 하는 "유용한" 주제임을 약속하는 것이다. 
또한 자신이 "사실을 추구하며, 공명관대한 의견[관점]을 형성"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한다. 따라서, 
청중은 도입부의 소피스트 비판을 듣노라면, 본문의 헬레네 찬사가 소피스트들의 무익함과는 
남다른, 370 년대의 현실(aletheia)에 대한 진지한 접근과 "유익하고 공명관대한 의견[관점]"을 
제시하는 내용이 등장할 것임을 기대하게 될 것이다.  
뒤이어, 도입부의 두번째 비판은 찬사를 쓰고 교육하는 소피스트들에게 향한다(6-13). 찬사를 

쓰고 교육하던 소피스트들은 모기와 소금 같은 무익한 주제를 칭송하며 자신들의 교육론이 
유익하다고 주장한다(6-10). 그러나 이소크라테스가 볼 때, 그들이 별 볼일 없는 대상으로 찬사를 
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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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다. 그리고 앞선 옛 소피스트 
비난과 마찬가지로, 찬사 작성에 대한 자신의 조언을 제시한 뒤, 본론으로 들어간다(11-15). 

허나, 공익과 관련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 연설문들은 배우기 어려운 
수많은 연설을 이루는 요소들(idea)과 적절한 시기에 파악하는 능력을 
통해야만 발견되고 논의될 수 있습니다. (⋯) 장엄하게 만드는 것(semnysthai)이 
탐구(skopein)하는 것보다, 진지하게 몰두하는 것(spoudazein)이 장난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것처럼 말이죠. (이소크라테스『헬레네 찬사』13) 

 
6 Drerup (1906)의 원문을 참고한 필자의 번역이다. Mirhardy (2000)의 영역을 참조했다.  
7  도입부에 대한 연구는 플라톤에 대한 이소크라테스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역할만 하고 있다는 연구가 다
수였다. cf. Heilbrunn (1977) 154-156; Jaeger (1986), 67. 
8  Kennedy (1958), 77-78의 도입부에 대한 분석이 대표적인 연구이다. 그 외 도입부와의 통합성을 지지하는 
연구자로 Poulakos (1986)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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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크라테스는 앞선 옛 소피스트 비판과 마찬가지로, 찬사 작성법을 교육하는 소피스트를 
비판하고, 자신의 대안을 제시한다. 이로써, 이소크라테스는 『헬레네 찬사』의 형식적 차별점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옛 소피스트 비판의 경우, 헬레네라는 주제가 현실에 유용한 
의견[관점]을 제안하는 내용을 예비하는 반면, 찬사를 교육하는 신 소피스트 비판의 경우, 이 
작품의 구조가 "진지하고"(spoudaios) "엄숙한"(semnos) "다양한 구성 요소들"(ideai)로 설계될 
것임을 예비한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뒤이어 보게 될 본론의 다양한 신화들이 도입부의 
공언과 짝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도입부가 비록 헬레네에 대한 언급이 매우 적고 비판과 제안으로만 이루어진 듯 

보이나, 실은 이소크라테스가 비판 대상과 자신을 차별화하며, 오랫동안 비난의 소재였던 
헬레네를 유의미한 주제로 반전시키는 설계도를 그리고 있는 것이다.  
 

2. 테세우스 신화: 아테네의 위업들 

본론으로 들어와, 이소크라테스는 헬레네의 혈통과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이를 예증하는 2 가지 
신화 즉, 테세우스와 트로이아 전쟁 신화를 활용한다(16-53). 헬레네는 제우스의 딸로서, 그녀는 
이복 남매인 헤라클레스 보다도 더 높은 평가를 받았다(16). 심지어 제우스는 그녀에게 
헤라클레스의 힘마저 굴복할 정도의 아름다움을 주었다(17). 
 헬레네의 아름다움이 힘마저 굴복시킨 첫번째 예시로, 테세우스의 헬레네 납치 사건이 
다뤄진다(18-38). 테세우스는 포세이돈의 아들로 거대하고 안정적인 아테네를 지배하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테세우스마저도 헬레네의 아름다움에는 크게 굴복한다(18). 테세우스는 
그녀가 없는 삶은 의미 없다 생각하고, 라케다이몬[스파르타]에 있던 헬레네의 가족들은 아랑곳 
않고, 헬레네를 납치한다(19-20).  
그런데, 아무리 테세우스가 신의 혈통이고 뛰어난 통치자라 한들, 어떻게 이러한 납치 사건이 

용인될 수 있겠는가? 오히려 이 글은 헬레네 찬양보다 테세우스가 비난받아야 마땅한 인물이라고 
역설하는 것 아닌가? 『헬레네 찬사』의 청중이라면 이러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의식한 이소크라테스도 테세우스 서사를 잠시 끊고, 상기한 비판을 수용한다(21). 그러나 
이소크라테스는 만일 일반인이 이런 행동을 했다면 비난받아 마땅하나, 테세우스는 "모든 종류의 
탁월함(arete)을 움켜쥔 유일한 인물"임을 강조한다(21). 요점은, 헬레네를 추구한 자의 탁월함을 
강조함으로써, 헬레네도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소크라테스는 테세우스의 탁월함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테세우스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관점](doxa)을 계속 제시한다(22). 
 사람들의 테세우스에 대한 의견[관점]은 이렇다. 테세우스는 헤라클레스에 버금가는 삶을 
가졌다고 평가받는다. 왜냐하면, 헤라클레스는 명망이 자자하고 거대한 과업들을 수행했지만, 
테세우스는 그리스인에게 이득이 되는 과업들을 수행했기 때문이다(23-24). 예컨대, 테세우스는 
조국 아테네와 그리스의 "조력자"(euergetes)가 되어, 그리스인에게 해를 끼치던 미노타우로스, 
켄타우로스족, 라피타이족을 제압했다(26-28). 또한, 테세우스는 아드라스토스와 헤라클레스 
자식들의 탄원 9을 받아들임으로써 신들을 향한 "경건함"(eusebeia)도 선보였다(31).  

 
9  아드라스토스는 신화에서 테베를 공격한 일곱 장군의 지도자이다. 그는 테바이 일곱 왕 원정 실패 후, 테
바이의 크레온에게 자신 군대의 시체를 화장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 그러나 크레온은 거절한다. 헥토르를 화
장하기 위해 프리아모스가 아킬레우스의 천막에 찾아 갔듯, 당대 지중해 사회에서 전사자의 매장과 장례는 
매우 중요했다. 따라서, 아드라스토스는 테세우스에게 가서 테바이의 크레온 왕을 설득할 것을 부탁한다. 그
리고 테세우스는 크레온과 전투를 통해 장례를 치르게 만든다. 자세한 내막은 에우리피데스의 『탄원하는 
여인들』과 이소크라테스의 『파네귀리코스』54 를 참조. 헤라클레스 자식들의 탄원 사건은 헤라클레스가 
사망한 뒤, 그의 자식들은 에우뤼스테스에게 탄압당해 아테나이로 피신 와 보호를 요청한 사건이다. 테세우
스는 그들을 받아 주었고 추격하던 펠로폰네소스군을 무찔렀다. cf. Brill New Pauly (이하 BNP) (2011), s.v. 
Adrast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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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적 위업뿐만 아니라, 테세우스는 도시 경영에 있어서도 남다른 탁월함과 
절제력(sophrosyne)을 발휘했다고 한다(32-34). 그는 끔찍한 상태에 있던 아테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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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했다(35-36). 그 결과, 모든 시민들은 테세우스의 참주 통치를 기꺼이 
인정했으며, 테세우스는 평화롭게 생을 마무리했다(37).  
 그런데, 헬레네를 주제로 하는 연설문에 왜 테세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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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대한 인물일 수록, 그 위대한 
테세우스가 추구한 헬레네의 가치도 함께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설명으론 
충분하지 않다. 왜 이소크라테스는 헤라클레스와의 비교를, 스파르타를 무시한 행태를 이야기했나? 
이 질문에 Kennedy 는 실은 테세우스가 아테네를 상징하는 것이며, 이소크라테스가 당대 
아테네인들의 뛰어남과 "조력자"로서의 면모를 강조하기 위한 상징이라 답한다. 그 근거로 
Kennedy 는 『파네귀리코스』에서 묘사한 아테네의 행위와 『헬레네 찬가』에서 테세우스의 
위업이 다를 바 없다는 점을 제시한다.10  

실제로 우리 도시는 법도 없이 살고 흩어져 거주하던 헬라스[필자 주: 그리스] 
사람들을 받아들였는데, 그 일부는 권력자의 폭압에 시달렸고 다른 일부는 
무정부 상태에서 죽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열악한 상태에서 우리 
도시(아테네)는 그들을 구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후견인(kuria)이 되어 
주었고 어떤 이들에게는 스스로를 본보기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소크라테스『파네귀리코스』39, 김헌 역주, 2015) 

 『파네귀리코스』에서 이소크라테스는 아테네가 다른 그리스 도시국가의 구원자였기에, 
범그리스의 지도자 자격이 있다고 설득한 반면, 『헬레네 찬사』에서는 테세우스가 헬레네를 
가질 자격이 있다는 서술로 바뀐 것이다. 이는 마치, 370 년대의 이소크라테스가 380 년 
작(作)『파네귀리코스』를 다른 형식(idea)으로 바꾸고, 테세우스를 이용해 아테네의 덕망을 
보여주는 것 같다. 더 나아가, 이제는 대담하게 테세우스가 라케다이몬을 우습게 보고 헬레네를 
빼앗아갔듯, 아테네도 스파르타의 소중한 것 즉, 범 그리스 지배권을 빼앗아갈 수 있다는 정치적 
의견[관점]을 던지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아테네가 전 그리스에 조력자가 된 덕에 지도자가 
되었다면, 테세우스가 얻으려 했던 헬레네가 상징하는 것은 그리스 그 자체가 아닐까? 11  즉, 
아테네가 다시 제 2 델로스 동맹을 준비하며 동맹의 맹주가 되려는 370 년대 초, 이소크라테스는 
아테네를 대표하는 신화적 상징인 테세우스로 아테네의 능력을 부각한 것이다. 특히 
'빼앗는다'라는 적대적인 태도에는 고압적인 스파르타에 대한 반감이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요컨대, 이소크라테스는 테세우스의 위대함을 강조해 헬레네의 위대함을 함께 부각한다. 뿐만 

아니라, 아테네를 상징하는 테세우스를 강조함으로써, 아테네 청자들에게 정치적 자신감과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 또한, 헬레네가 실은 그리스 그 자체를 상징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작품을 읽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10 cf. Kennedy (1958), 81.  
11 물론, 이런 해석에 대해 Heilbrunn 은 『헬레네 찬가』에선 아테네가 전 그리스의 조력자가 된 것과 달리, 
테세우스는 아테네에만 조력자였다는 것을 강조하기에, 『파네귀리코스』의 논조와 다르다고 말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거는 Kennedy (1958)의 반박 연구, Heilbrunn (1977)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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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트로이아 전쟁: 헬레네를 추구하며 벌어진 참상  

다음으로, 이소크라테스는 트로이아 전쟁의 전후사(事)를 논지로 끌고 온다(38-53). 헬레네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 혼기가 차자, 전 그리스의 지배자들이 그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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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들 
사이에서도 황금 사과를 두고 아름다움에 대한 논쟁이 일었다. 이에 여신들은 파리스를 판관으로 
내세워 가장 아름다운 여신을 선택하길 요청했고, 파리스는 헬레네를 뇌물로 받고 아프로디테를 
선택한다(43). 이는 파리스가 아테네와 헤라가 주었던 전쟁에서의 우위와 왕권은 한때의 영광이나, 
제우스의 딸과 결혼하여 제우스의 혈통이 되는 것은 후손들을 위한 영대의 재산이라 생각했던 
까닭이었다.  45-48 장에서 이소크라테스는 파리스의 결정이 찬양 받아 마땅하다고 말한다. 우선, 
파리스의 결정은 본성적으로 탁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토록 큰 분쟁에서 신들이 무능한 
일반인의 판단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45-46). 또한 신과 인간이 너나할 것 없이 
모두 아름다움을 두고 그토록 경쟁하는 마당에, 파리스가 어찌 최고의 아름다움(헬레네)을 선물로 
준 아프로디테를 무시할 수 있었겠는가(47-48)?  
다음으로 헬레네를 추구하며 벌어진 트로이아 전쟁이 묘사된다(49-53). 헬레네의 납치로 분개한 

그리스인은 거대한 규모의 전쟁을 수행했고, 트로이아인은 전쟁으로 인해 국토가 황폐화되어도 
아랑곳하지 않았다(49-51). 신들에게도 전쟁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과거의 
기간토마키아(gigantomachia) 12보다도 큰 전쟁이 신들 사이에 일었고, 심지어 자식들이 트로이아 
전쟁에서 죽어 나가도 전쟁을 종용했다(52). 이소크라테스는 헬레네를 추구하는 거대한 규모의 
전쟁을 묘사함으로써, 헬레네가 인간과 신 할 것 없이 크게 투쟁할 정도로 엄청난 여인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허나, 전쟁의 규모와 참혹함은 근본적 질문을 하게 만든다. 오랜 노고와 참혹한 희생을 필요로 
하는 여인과 아름다움이 어떻게 찬양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과연 헬레네가 저 모든 참상을 
감수할 만큼 가치 있는 여인인가? 트로이아 전쟁의 규모과 참혹함에 버금가는 납득할 만한 
보상이 필요하다. 트로이아 전쟁의 거대한 참상에 걸맞는 이득을 제시한다면, 트로이아 전쟁은 
'재앙'이 아닌 '걸맞는 보상을 위한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반전될 수 있을 것이다.  

 
4. 아름다움에 대하여: 그리스의 아름다움 

우선, 인간과 신들이 유래없이 거대하고 참혹한 전쟁을 수행했던 이유를 물어야 할 것이다. 
이에 이소크라테스는 아름다움 자체의 위대함이 동기였다고 말한다(54-60). 아름다움의 
위대함은 인간과 신들이 그것을 대하는 태도에서 쉽게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간은 용기, 
정의, 지혜를 갖고 있는 것이라도 아름다움이 없다면 완전히 우스운 모습으로 취급하지만, 
아름다움은 그 자체로 사랑받는다(54). 또한, 인간들의 아름다움에 대한 갈애(eros)는 너무 크고, 
얻으면 얻을수록 그것은 더욱 커진다(55). 게다가 다른 탁월함을 소유한 자는 으레 질투의 
대상이 되지만, 아름다움을 가진 이들에겐 사람들은 호의를 갖고 마치 신을 살피듯 보살핀다. 
심지어 기꺼이 아름다움에 종노릇(douleuesthai) 하는 자들을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12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기가스들이 올륌포스 신들의 통치에 반해 일으킨 반란과 전투를 일컫는 말이다. 
헤라클레스의 도움으로, 올륌포스 신들이 승리를 쟁취했다. 헤시오도스는 전쟁과 헤라클레스의 
도움을『신들의 계보』(Theogonia) 954 행에서 "큰일"[업적](aethlos)으로 일컫는다. 그런데 전쟁의 규모에 
있어서 트로이 전쟁이 더욱 큰 전쟁이었다고 이소크라테스는 언급하고 있다. 이곳에서도 이소크라테스는 
헤라클레스가 활약했던 전쟁보다, 헬레네를 추구하며 행했던 트로이 전쟁을 더욱 부각한다. 추측컨대, 
헤라클레스의 위업을 즉, 스파르타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폄하하려던 것 아니었을까? cf. BNP, s.v. 
Gigantomac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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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philokalos)이라 부른다(56-57). 13  신들도 비슷하다. 예컨대, 제우스는 아름다운 여인을 
얻으려 했을 때, 강제로 얻으려 하지 않는다. 그는 언제나 아름다운 여인들에게 백조, 황금 비 
등 다양한 속임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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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았는가(60)? 따라서, 헬레네가 인간과 신들이 
무릎 꿇고 존경하는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데, 어찌 이를 두고 희생을 감내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시점에서 트로이 전쟁에는 아름다움 그 자체인 헬레네를 두고 투쟁하는 위대한 인물들의 
모습만 남아있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서 
트로이아의 장로들이 말하듯, "트로이아인과 훌륭한 정강이 받이를 댄 아카이아인[그리스인]이 
저런 여인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하는 것은 나무랄 일이 아니"다. 14  이소크라테스는 헬레네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모습을 변론하거나 폄하하지 않고, 신화를 예시로 들며, 인간과 신들마저 
기꺼이 추구할 정도로 가치 있다고 강조한다. 

그런데 더 나아가, 만일 헬레네가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헬레네이자 아름다움이 이상적 
그리스를 상징한다면 어떨까? 아시아와 그리스가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전쟁을 수행했던 모습이, 
한 세기 전 페르시아와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전 그리스를 노리고 페르시아 전쟁과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치른 모습과 겹치지 않을까?  

그러나 지금까지 청중들은 아름다움의 위대함만 이해했을 뿐, 아름다움을 추구한 인물들은 
어떤 이득을 얻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예시가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전쟁에 참여한 
모두가 아름다운 헬레네를 얻은 것은 아니지 않은가? 따라서, 이소크라테스는 헬레네의 위업을 
예시로 들며, 아름다움과 헬레네를 추구한 자들이 얻은 이득을 보여줄 것이다. 

 
5. 아름다움 추구의 이득은 무엇인가? 

다음으로 이소크라테스는 헬레네를 추구한 자들이 얻었던 이익과 명성을 부각한다(61-66). 예를 
들어, 헬레네는 전쟁이 끝나고 자신의 오빠들[카스토르, 풀룩스]을 별자리로 만들어 주었고, 남편 
메넬라오스를 불멸의 존재로 만들었다(61-62). 15  또한 이소크라테스는 잘 알려진 서사시를 활용해 
헬레네를 부각한다. 즉, 헬레네는 스테시코로스와 호메로스로 하여금 서사시로써 트로이아 전쟁 
영웅들을 찬양하는 작품을 만들도록 했다는 것이다 (64-66).16 

 
13  투퀴디데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2권40장에서 페리클레스가 아테네인들을 칭하던 말이기도 하다. 페리
클레스가 행한  전몰자 연설은 투퀴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2권35-46장에서 등장한다. 이 연설에서 
페리클레스는 스파르타의 풍속을 비판, 아테네의 습식(習式)을 찬양한다. 이 연설과 『헬레네 찬사』사이에
도 많은 공통점이 보인다. 예컨대, 스파르타는 힘과 용기를 중시하지만, 아름다움이 없다고 하기에 우스꽝스
럽다고 이야기 하는 부분이 그러하다. cf. Strassler (2008) 589-91. 
14 호메로스『일리아스』3 권 155-6 행, 천병희 역, 2015 

15  카스토르와 풀룩스, 메넬라오스에 대한 신화는 다음 출전에서 확인된다. 『오뒷세이아』11.303-4 행 천병
희 역, "그들은 땅밑에서도 제우스께서 주신 명예를 누리고 있으니 둘이서 번갈아 하루는 살고 하루는 다시 
죽기 때문이오. 그리하여 그들은 신과 같은 명예를 얻게 되었던 것이오." 에우리피데스『헬레네』137-140행, 
찬병희 역: 테우크로스: 그들[필자 주: 카스토르와 풀룩스]은 신이 되어, 하늘의 별자리가 되었다고 들었소" 
그러나 이소크라테스는 신화를 교묘하게 서술한다. 실은 헬레네가 불멸의 존재로 만들어 주었는지 불명확하
기 때문이다. 그는 정보가 명확하지 않았던 것을 인지하고도 왜 이러한 언급을 했는가? 그는 신만이 할 수 
있는 행위, 그러나 주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행위들을 헬레네의 행위로 바꾸며, 헬레네를 부각하고 있
다. 만일 이 연설이 실제로 실연되는 상황이라면 청중들로선 제우스의 행동인지, 헬레네의 행동인지 탐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는 헬레네의 능력을 강조하기에 효과적인 수사 전략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신화
가 수사적 효과를 위해 변용되는 방식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다. 
16  기원전 600-550년경에 활동했던 시인이다. 그의 저작은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플라톤『파이드로스』243a,
에서 언급된다 "신화와 관련된 이야기에 있어서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을 위한 오래된 정화의식이 있는데, 호
메로스는 그걸 알지 못했지만, 스테시코로스는 알았네. 헬레네에 대한 험담 탓에 두 눈을 잃자, 그는 호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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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헬레네를 추구함으로써 가져오는 이득이 무엇인가? 헬레네를 위해 싸운 인물들은 
신적인 존재가 되었고, 서사시에 기록됨으로써 불멸의 명성을 갖게 된 것이다. 즉, 아름다움을 
추구한 자들은 불멸의 명성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파네귀리코스』에서도 아시아 
공동원정을 추구한 자가 얻게 될 명성과 일치한다.  

그런 일[필자 주: 아시아 원정]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인 사람이 살아서 
누리거나 죽어서 남기게 될 명성과 기억과 평판이 어떤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알렉산드로스[필자 주: 파리스]를 상대로 전쟁을 치렀고 
단 하나의 도시를 점령한 사람들이 그와 같은 찬사를 받아 마땅하다고 
평가되었다면, 아시아 전체를 정복한 사람들은 어떤 성질의 찬양을 누려야 
한다고 기대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지을 수 있으며 말할 줄 아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자신의 생각과 동시에 그들의 탁월함에 대한 기념비를 영원히 
남기기를 원하면서도 노력하지 않고 철학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소크라테스『파네귀리코스』39, 김헌 역주, 2015) 

『헬레네 찬가』와『파네귀리코스』의 논지와 겹치는 것은 우연일까? 이소크라테스가 의도했던 
바는 아름다움을 추구한 트로이아 전쟁의 전사들이 불멸의 명성을 얻은 것과 같이, 이상적인 
모습의 그리스를 추구하며 싸울 페르시아 원정군도 불멸의 명성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소크라테스는 헬레네와 아름다움을 추구한 사람들이 불멸의 명성을 얻었으니, 당대 그리스인이 
페르시아에 원정을 간다면, 그리스인 원정대는 불멸의 명성이 얻을 것이라 동기부여하는 것 
아닐까? 
그러나 우리는 도입부에서 실용적이고 진지한 의견을 주겠다고 공언한 이소크라테스를 잊지 

않고 있다. 불멸의 명성을 추구하는 것은 장엄하나, 공익을 가져오진 않을 것이다. 원정군이 당장 
실제로 별자리나 서사시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이소크라테스가 당대 아테네 시민들과 청중들에게 보여준 아름다움 추구의 실질적 이득은 
무엇이었을까?  

마지막으로, 이소크라테스는 헬레네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행한 범그리스주의 운동과 그 이득을 
강조한다(67-69). 범그리스주의란, 그리스인이 갈등을 멈추고 한 마음 한 뜻(omonoia)이 된 것, 
공동 원정(strateia koina)을 통해 승리를 거둔 것을 의미한다(67) 17 . 결국 이 범그리스주의를 통해 
이룬 승리 덕분에, 그리스는 과학, 기술 분야를 막론하고 엄청난 진보를 이루었다(68).  
이소크라테스가 청중들에게 강조하는 현실적 조언은 무엇일까? 이소크라테스의 조언은 이런 것 

아니었을까? 헬레네는 아름다움이며 아름다움은 추구할 가치가 있다. 만일 이 아름다움이 이상적 
그리스를 의미한다면, 모두가 헬레네를 원하고 갈애하듯, 그리스인도 이상적 그리스를 추구해야 
한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추구해야 할까? 이소크라테스는 제안한다. 마치 트로이 원정군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공동원정을 통해 승리하여 헬레네를 얻었듯, 지금 그리스인도 도시 국가 간 
갈등을 벗어 던지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 페르시아 원정을 승리하고 이상적 그리스를 
쟁취하도록 즉, 범그리스주의 운동을 진행하도록 역설하고 있다는 것이다. 

  

 
스처럼 그 이유를 감지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무사 여신들의 진실한 추종자였기 때문에 그 이유를 감지했
네. 그는 그 즉시 이렇게 쎃네 -이 이야기는 참되지 않네. 그대는 갑판이 잘 덮인 배에 타지도 않았고, 트로
이아 성채에 당도하지도 않았네- 그리고 이른바 '개영시를' 전부 짓자 즉각 그는 시력을 되찾았네." (플라톤,
『프로타고라스, 라케스, 메논』, 박종현 역주, 2010) 
17 이소크라테스의 범그리스주의의 개념에 대해서는 김헌 (2015)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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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이소크라테스의 부각 연설『헬레네 찬사』는 헬레네를 직접 언급하는 분량이 적다. 그러나 
이소크라테스는 헬레네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위대함과 고군분투로 그녀를 부각한다. 그는 
헬레네를 추구하는 인물들의 위대함과 희생을 강조하면, 이에 걸맞은 그녀의 위대함을 역설하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실제로『헬레네 찬사』는 헬레네를 찬양하는 데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 작품은 당대 

그리스인을 위한 정치적 상징물로 가득한 연설문이다. 우선, 이소크라테스는 테세우스 신화를 
통해, 아테네의 탁월함과 범그리스 지도자 자격을 역설한다. 또한 아름다움의 자체의 탁월함을 
통해, 비유적으로 이상적인 그리스의 모습을 찬양하고, 그리스인에게 이상적 그리스를 추구하도록 
동기부여한다. 마지막으로 헬레네를 추구한 트로이아 전쟁을, 이상적 그리스를 얻기 위한 투쟁의 
과정으로 나타낸다. 도입부에서 이소크라테스가 공언한 대로, 청자는『헬레네 찬사』를 듣고, 
현실에 유의미한 어떤 진지한 메시지를 포착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 메세지란 결국, 
오랫동안 스파르타의 횡포에 억눌려 있던 370 년대의 아테네인은 자부심을 가지라는 것이었고, 
새로운 제 2 델로스 동맹의 유능한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추동(推動)하는 것이었다. 또한, 
폴리스간 끊임없는 갈등을 겪던 4 세기의 그리스인들이 '범그리스주의'라는 새로운 목표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이소크라테스의 정치적 메시지였다. 만일, 이소크라테스의 의도가 필자의 분석과 
같다면, 『헬레네 찬사』는 연설 기술을 통해 신화를 정치적으로 활용한 뛰어난 전범(典範)이며, 
신화가 냉소의 대상이 아닌, 시대의 상처를 치유하고 상실한 것을 대체하는 즉, '조형력'(plastische 
Kraft)18을 제공한 고전적 사례가 될 것이다. 

  

 
18  "조형력이란 스스로 고유한 방식으로 성장하고 과거의 것과 낯선 것을 변형시켜 자기 것으로 만들며, 상
처를 치유하고, 상실한 것을 대체하고 부서진 형식을 스스로 복제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프리드리히 니체 
『반시대적 고찰: 삶에 대한 역사적 공과』1.2, 이진우 역,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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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토텔레스의 레토릭을 통해 본) 디지털 레토릭의 가능성과 방향성에 대한 고찰
발제: 김동규 (성균관대학교, 2021)

서론 – 2020년 한국사회는 유래 없는 소통 대격변을 경험하였다. 2020년 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대유행이 발생하였고 국가는 방역 방안으로서 온 국민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의무적으
로 시행하였다. 이로 인해 교육 현장을 비롯한 국가 전역의 일상적 소통은 일순간 마비되었
다. 교육 재개의 절실한 요청을 받고 있던 교육 현장은 마비된 수업(소통)을 재개시킬 수 있는 
새로운 소통 방안을 찾고서 적극 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입된 ZOOM, WEBEX, 
google MEET와 같은 다자간 실시간 디지털 영상 소통 매체는 즉각적으로 교육 현장의 주된 
소통 매체가 되었다. 이렇게 사용된 소통 매체로 좋은 성과도 많이 얻었지만 동시에 부차적인 
혼란도 얻게 되었다. 성과는 확장하고 혼란은 축소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요청
되고 있지만 학계에는 새로운 소통 매체의 연구를 전담할 학문 분야가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
황이다. 이에 아리스토텔레스 레토릭의 고찰을 통하여 다자간 실시간 디지털 영상 소통을 담
당할 학문 분야로서 ‘디지털 레토릭’을 수립 가능하고, ‘디지털 레토릭’을 통해 ‘디지털 레토러
시’을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1. 다자간 실시간 디지털 영상 소통과 디지털 레토러시: 새로운 디지털 소통과 소통력
ZOOM, WEBEX, MEET 등의 다자간 실시간 디지털 영상 소통 기술과 매체는 코로

나 대유행으로 인하여 크게 주목 받고 폭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ZOOM의 경우 2011년에 
서비스를 출시하고 2019년 나스닥에 상장한 기업으로 재택근무, 원격회의를 위한 화상회의 플
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대면 활동이 제한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4배 이상 급증하여 2020년 9월 기준 국내 이용자수는 700만이 넘었고, 전 세계적으
로는 일일 이용자수가 3억 5천명에 이르고, 사용하는 학교수는 12만 5천 곳에 이르고 있다 
한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백신접종 이후에도 ZOOM에 대한 사용 수요가 이어지거나 확장될 
수 있다는 보고이다. 이는 ZOOM과 같은 다자간 실시간 디지털 영상 소통 매체들이 2020년
을 기점으로 전 세계인들의 생활에 깊이 들어 왔으며, 이제는 주요 소통 수단으로 확고한 위
상을 갖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사용빈도와 연구빈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자간 
실시간 디지털 영상 소통 기술’에 대한 통상적 표현인 ‘비대면’이란 용어로 학술연구정보서비
스(RISS)에서 학위논문을 검색해 보면, 2020년과 2021년에 발행된 논문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발표된 논문수가 2021년 현재 학계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인 “인
공지능”의 절반을 넘는 수준을 보여 주기 때문에, 새롭게 등장한 소통 매체에 대한 연구가 매
우 활발함을 확인할 수있다. 또한 연구논문의 경우에는 코로나 대유행 초기인 2020년도에 관
련 연구가 긴급하게 집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공지능” 검색 학위논문 “비대면” 검색 학위논문 “비대면” 검색 연구논문
발행연도 논문개수 발행연도 논문개수 발행연도 논문개수

2021 632 2021 399 2021 478
2020 859 2020 154 2020 825
2019 646 2019 47 2019
2018 441 2018 45 2018
2017 239 2017 33 2017

“비대면”과 관련된 연구를 집중한 분야는 압도적인 1위로 교육 분야였으며, 뒤이어 2-3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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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의료 분야였다. 교육, 경제, 의료 분야는 다자간 실시간 소통을 하는 대표적인 분야인 
동시에 소통 재개가 긴급히 요청되었던 분야들이다. 이처럼 “비대면” 관련 연구는 시급한 적
용 연구에 집중된 반면, 비대면 소통 자체에 대한 근원적인 연구는 상대적으로 극히 미진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주제 분류
“비대면” 검색 학위논문 “비대면” 검색 연구논문
교육 27 교육 55

경제기업 17 의료 13
의료 12 경제기업 12

상담심리 4 상담 5
비대면기술 3 정치 4

공연 3 비대면기술 4
비대면소통 2 종교 3

종교 1 공연 2
방송 1

합계 89 합계 99

오송숙과 정현영은 대학 신입생의 비대면 온라인 교육에 대한 연구(2020)에서, (1)학
생들이 선호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 방식은 실시간 화상 강의와 학습관리시스템(LMS) 제공 녹
화 강의였으며, (2)학생들이 꼽은 비대면 온라인 교육의 장점은 반복 학습과 학습 시공간의 자
유로움이며, 단점은 강의 내용 전달력이 대면 강의보다 안 좋았다는 점이라고 소개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은 온라인 교육을 위한 인프라 확충, 면대면 수업과 유사함을 느낄 수 
있는 콘텐츠 제작과 상호작용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 공정하고 종합적이 평가를 위
해” 노력해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했다. 여기서 ‘우수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 방식으로 손꼽힌 
‘실시간 화상 강의’와 ‘녹화 강의’의 공통점은 교수자와 학생이 영상과 음성으로 소통한다는 
점이다. 이는 코로나 이전까지 주된 교육 주제였던 미디어 리터러시 혹은 디지털 리터러시와 
구별되는 점이다. 문식성 혹은 문해력으로 번역되는 리터러시(literacy)는 미디어 리터러시
(media literacy), 메타 리터러시(meta literacy),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로 변천해 
왔는데 이는 공통적으로 ‘읽고 쓰는 능력’이란 점에서 ‘매체와 문자 언어를 사용하는 간접 소
통 능력’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시간 화상 강의와 녹화 강의는 ‘매체를 통하기는 하지만 직접 
소통하는 행위’에 가까우며, 실시간 화상 강의는 더더욱 직접 소통에 가깝다 할 것이다. 따라
서 비대면 온라인 교육 방식의 ‘강의 내용 전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요청되는 능력은 리터
러시(literacy) 보다는 오럴리티(orality, 구술력, 구술성) 또는 레토러시(rhetoracy, 소통력)이 
되어야 한다. 구현정은 ‘디지털 매체 언어와 소통’(2016)에서 말과 글자를 모두 매체 언어로 
간주하였다. 그는 옹(Ong)을 인용하면서 구술성(orality)을 원초적 구술성(primary orality), 
제2의 구술성(second orality), 제3의 구술성(third orality)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술성에 
필요한 능력을 구술, 필사, 인쇄,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SNS에 이르기까지 매체들을 넘나들
며 읽고, 쓰고, 상호 작용하는 능력인 “범매체적 문해성(transliteracy)”이라 제시하였다. 구현
정은 옹(Ong)의 구술성(orality)를 다시 디지털 매체에 대한 문해성(literacy)로 귀속시켰다. 
그러나 앞서에서 처럼 온라인 비대면 교육 방식에서 있어서 학생들이 좀더 실제 대화에 가까
운 음성과 몸짓으로서의 직접적 소통 방식을 더 환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새롭게 자
리매김하고 있는 온라인 비대면 교육 방식에 필요한 능력은 문해성(literacy) 보다는 구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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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lity)에 가깝다 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 리터러시과 디지털 오럴리티는 각각 디지털 매체
을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졌고 그 차이가 엄격히 구분되기는 힘들지만, 문자 언어
와 같이 매체 자체를 언어로 사용한다면 디지털 리터러시에 가깝다고 할 것이고, 구술 언어와 
매체를 언어를 전달 도구로 사용하거나 구어적 소통 특성에 맞춰 사용한다면 디지털 오럴리티
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기록적 특성을, 후자의 경우 실시간적 특성을 더 갖는
다고 할 수 있다. 녹화 영상과 달리 실시간 화상 강의는 영상과 음성에 실시간성까지 갖춘 것
이므로 현장의 직접 소통에 거의 근접하게 된다. 이때에 요청되는 능력은 단순히 오럴리티를 
넘어서 레토러시(rhetoracy, 실시간 소통력)가 된다. 레토러시는 단순히 자기 의사를 전달하
는 것을 넘어서, 청자와 의견을 교류하며 함께 소통 결과를 완성하는 제대로된 소통 능력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새롭게 주요 소통 방식이 된 ‘다자간 (실시간) 
디지털 영상 소통 방식’(비대면 온라인 교육 방식으로도 표현되는)에 필요한 능력은 디지털 레
토러시(디지털 오럴리티를 포함한)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디지털 리터러시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레토러시를 제공하는 것은 레토릭이다. 그렇다면 디지털 레토러시를 제공하는 것
은 디지털 레토릭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디지털 레토러시와 디지털 레토릭의 가능성: 디지털 소통력과 소통력을 만드는 원리(학문)

   레토릭(rhetoric)의 본연의 역할은 레토러시(rhetoracy,실천적 소통력)를 제공하는 것이다. 
“Let rhetoric be [defined as] an ability, in each [particular] case, to see the available 
means of persuasion.” (Kennedy, 1991)
“변론법(수사학)이란 어떤 문제라도 각각 가능한 설득 방법을 창출해 내는 능력이다.” (전영우, 
2008)
“수사학은 주어진 경우에 가능한 모든 설득 수단을 찾아내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천
병희, 2017)

   케네디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레토릭을 아리스토텔레스가 dynamis (ablility, capacity, 
faculty)로 정의한 것은 설득의 원리를 ‘찾는(seeing)’ 원리이기 때문이라고 해설하였다. 다시 
말해, 레토릭(수사학)은 말 잘하는 원리를 찾는 원리, 즉 소통력(법)을 찾아 제공하는 원리이
다. 레토릭을 활용하면 “주어진 (다양한) 경우에” 필요적절한 소통력을 찾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창조 능력은 아래 표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음식 자동차 연설 디지털 소통 단계
토마토 스파게티,

한 그릇 자동차, 한 대 연설, 한 번 디지털 소통, 
한 번 레벨1

토마토 스파게티 
요리법의 하나

자동차 제조법의 
하나 연설법 중 하나 디지털 소통력(법)

중 하나 레벨2

토마토 스파게티 
요리법을 만드는 법

자동차 제조법을 
만드는 법

연설법을 
만드는 법

디지털 소통력(법)을 
만드는 법 베벨3

 ※ 레벨3는 학문의 영역이며, 아리스토텔레스의 레토릭은 ‘(레벨3) 연설법을 만드는 법’에 해당한다. 
레토러시는 (레벨2) 연설법 중 하나에 해당한다.

레토러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레토릭에서 제공되듯이, 디지털 레토러시가 제공되려면 
디지털 레토릭이 존재해야 한다. 이 같은 체계가 되려면 표에서처럼 디지털 레토러시은 레벨2
가 되어야 하고, 디지털 레토릭은 레벨3가 되어야 한다. 만일 디지털 레토릭이 레벨2가 된다
면 디지털 레토릭은 레토릭으로 부터 만들어 질 수 있으며, 연설법의 한 종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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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렇게 되면 디지털 레토릭은 디지털과 관련된 다양한 경우에 대한 소통력(법)을 제공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다양한 경우에 따라 그에 적합하고 필요한 디지털 레토러시를 제공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레토릭이 레벨3가 되어야 한다. 레벨2를 만드는 과정과 레벨3가 되는 
과정은 다르다. 현대적으로 표현하자면, 레벨2는 하나의 기술 또는 제품을 최초로 만드는 발
명 과정이고, 레벨3는 하나의 분야를 종합하여 체계화하는 학문화 과정이다.  디지털 레토릭
을 디지털 소통에 대한 하나의 학문으로 체계화하고자 한다면, 가장 빠른 방법은 유사한 학문
의 체계를 그대로 가져 와서 최적화하는 것이다. 만일 노인(실버)의학을  독립적 학문 체계로 
만들고자 한다면, 의학의 체계를 뼈대로 빌려와서 의학의 각 분과에 ‘노인(실버)~’만 붙이면 
된다. (실버외과, 실버내과, 실버정신과, 실버치과 등등)  디지털 레토릭에 대하여 연구하는 현
대 학문에는 커뮤니케이션학, 언론학, 교육학, 언어학, 국문학, 전산학, 인공지능학 등이 있다. 
각각 디지털 레토릭과 연관되어 있지만 긴밀히 연관되어 있지는 않다. 이중에서 다자간 (실시
간) 영상 소통에 대해 전반적 이론을 공유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학문은 커뮤니케이션학 하
위에 있는 휴먼 커뮤니케이션 분야로 스피치와 토론과 관련된 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그
런데 휴먼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디지털 레토릭을 수립하면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발생하
게 된다. 장점은 학문 체계로 쉽게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단점은 휴먼 커뮤니케이션이 커
뮤니케이션의 하위 분야 인 것처럼, 디지털 레토릭도 커뮤니케이션의 하위 분야가 된다는 점
이다. 디지털 레토릭를 다양한 디지털 레토러시를 제공할 수 있는 생산적 체계로 만들려면 유
사한 기능을 가진 학문 체계를 바탕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학문 
체계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레토릭’이다. 레토릭(수사학)은 현대 학문 체계에서는 배제되어 학
문의 지위를 잃었으나, 현대 이전의 2000년 인류사에서는 지성인의 사고력과 언어력을 완성시
켜주는 학문으로서 학계에서 당당히 최상위에 랭크되어 있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레
토릭을 바탕으로 디지털 레토릭을 구축한다면, 적어도 다양한 디지털 레토러시를 제공할 수 
있는 레벨3의 학문적 기능은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3. 디지털 레토릭의 방향성: 아리스토텔레스의 레토릭을 바탕으로 구축하기
디지털 레토릭의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도전해 봐야 할 2가지 방향성

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디지털 레토릭을 아리스토텔레스의 레토릭을 바탕으로 구축하
는 것이다. 이러한 구축 과정을 통해 디지털 레토릭은 디지털 레토러시(주어진 디지털 상황에 
필요적절한 소통)를 제공하는 능력(기능)을 갖추는 것이다. 둘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레토릭을 
통하여 레토릭(수사학)이 2천년 역사에 우뚝 선 학문으로 구축되고 지속되었던 것처럼, 레토릭
(수사학)을 다시 학문의 하나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학문으로 재구축된 레토릭을 모방한다면, 
디지털 레토릭도 하나의 학문으로서의 지위를 쉽게 가질 수 있을 것이다. 

   1) 디지털 레토릭을 위한 설계도: 아리스토텔레스의 레토릭을 만든 설계도
앞선 표에서 레토릭과 관련된 레벨1, 레벨2, 베렐3를 생각해 보았다. 레벨1은 하나의 

연설, 레벨2는 특정 종류의 연설들을 만들 수 있는 연설법(하나), 레벨3는 다양한 연설법을 만
들 수 있는 원리(연설학)이었다. 여기서는 한번 더 레벨4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레벨4란 연설
학(레토릭)을 만드는 원리(설계도)를 의미한다. 디지털 레토릭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레토릭과 
같은 레벨3의 구조와 기능을 갖으려면 레벨4(설계도)를 따라 만들면 된다. 그렇다면 레벨4는 
어디에서 얻을 것인가?
   2)아리스토텔레스의 레토릭이 지닌 2가지 가치: 작품으로의 가치와 설계도로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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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토텔레스의 레토릭을 만든 설계도가 따로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 설계도는 
단 두 곳에 존재하게 된다. 첫 번째 설계도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머리 속에 있게 되며, 이는 
이미 사라졌다. 두 번째 설계도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레토릭에 담겨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레토릭은 레벨4(학문 설계도)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물인 동시에 레벨4의 설계도를 그대로 반
영한 실물 설계도인 셈이다. 비유하자면, 첨단 제품의 설계도를 얻을 방도가 없을 때에 첨단 
제품 그 자체를 획득하여 부품 단위로 분해하고 실물을 통해 설계도를 얻는 것과 같은 이치이
다. 즉 아리스토텔레스의 레토릭을 분해해 보면, 그 설계 원리를 알 수 있다.
   3)아리스토텔레스의 레토릭이 지닌 구조: 소통학 구성을 위한 (레벨4)설계도
   아리스토텔레스 레토릭의 구성이 살펴보면 그 설계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의 레토릭은 총 3권과 하위 장으로 구분되나 그 구성 주제는 아래와 같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레토릭이 학문으로서 갖는 구조
 1.연설의 목적 제1권 1-3장 화자가 연설하는 목적에 대한 연구와 표준화
 2.연설의 정황 제1권 4-15장 연설이 실행되는 영역에 대한 연구와 표준화
 3.연설의 정보 제1권 4-15장 연설에 사용되는 정보에 대한 연구와 표준화
 4.청자의 특징 제2권 청중의 특성활용 기교에 대한 연구와 표준화
 5.매체의 사용 제3권 연설의 매체사용 방법에 대한 연구와 표준화

아리스토텔레스의 레토릭에 학문의 위상을 갖추고, 레토러시를 제공하는 기능을 구현
시키기 위해 설계에 포함된 구성 요소들은 목적, 영역, 정보, 기교, 방법이다. 이는 현대 커뮤
니케이션의 구성 요소인 화자(목적), 청자(기교), 정보(정보), 매체(방법), 상황(영역)과 일치함을 
볼 수 있다. 
   4)디지털 레토릭을 이한 기본 구조 구성: 아리토텔레스 레토릭의 구조를 바탕으로
   아리스토텔레스 레토릭의 구조에 따라 디지털 레토릭을 구성한 바는 아래와 같다.

이와 같이 디지털 레토릭의 구성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레토릭을 분해하여 구조를 파악하는 과
정을 통해 역설계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디지털 레토릭의 기본 구조가 갖춰지면 체계적이
고 종합적인 연구가 시작되어 보다 효과적인 디지털 레토러시 제공이 가능해 질 것이다.

결론 –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하여 교육 및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등에서의 거의 모든 일상
적 소통이 단번에 멈추는 초유의 사태가 있은 지 1년이 넘었다. 그리고 현대 사회는 여전히 
이전의 일상적 소통으로는 온전히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전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시행된 사
회적 거리두기는 우리가 사용하던 기존의 소통 방식이 대부분 직접 대면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었음을 각성시켜 주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직접 대면의 금지는 직접 대면 방식을 통해 

연설/학문의 목적 화자가 연설하는 목적 아테네 사회의 소통 혼란을 해소한 공정성을 부여함.
연설/학문의 영역 연설이 실행되는 영역 아테네 시민 연설의 영역은 법정, 의회, 일반회합임.
연설/학문의 정보 연설에 사용되는 정보 각 연설에 필요한 정보들과 이를 다루는 법들
연설/학문의 기교 청중의 특성활용 기술 각 청중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기교들
연설/학문의 방법 연설의 매체사용 방법 언어(매체)를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들

목적 디지털 소통의 목적 대면소통의 한계극복과 디지털소통의 장점사용을 통해 소통유익을 극대화함.
영역 디지털 소통의 영역 교육영역, 경제영역, 의료영역 (기타:공연,정치,종교,상담등) 
정보 디지털 소통의 정보 각 영역 소통에 필요한 정보들과 이를 다루는 방법들
기교 디지털 청중의 특성 효과적인 디지털 소통을 위해 디지털 청중에 대해 파악해야 할 특성들
방법 디지털 매체의 사용 디지털 매체와 언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들 – 챗봇,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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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오던 소통의 대부분을 즉각 불능 상태로 빠뜨렸다. 소통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간접 대면 
방식의 소통 방안에 주목하고 소환하는 방법 외에는 없었다. 인류는 지금까지 편지, 책, 신문, 
전보, 전화, 라디오, TV, 컴퓨터, 스마트폰 등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간접 대면 소통 기술을 
축적해 왔었다. 이중 이미 개발되어 있었으나 사용 환경이 충족되지 않아 비활성 상태에 있었
던, 다자간 실시간 디지털 영상 소통 기술이 코로나19로 인해 주목 받고 전면적으로 사용되었
다. 다자간 실시간 디지털 영상 소통 기술은 지금까지의 소통(다자간 실시간 영상(=대면) 소
통)이 직접 대면을 통해 일상 전체 범위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져 왔었기 때문에 특수한 목적 
이외에는 굳이 어떤 대가를 치루며 사용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던 기술이었다. 그러나 
전면적인 소통 단절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닥쳐서 반드시 소통을 재개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됨으로 인해  현대사회는 이제 기꺼이 그 대가를 적극적으로 치루게 되었다. 다자간 
실시간 디지털 영상 소통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소통 참여자 전부가 이 기술에 대한 사용
료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적정 성능의 스마트기기 소유와 인터넷 가입이 전제 되어야 하며, 
해당 기술과 스마트기기에 대한 사용법도 충분히 익혀야 한다. 여기까지가 소통 기술을 사용
하기 위한 출발 단계이다.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는 단계에 접어들기 위해서는 매체의 사용자
와 참여자가 각각 자신의 목적과 상황에 맞는 활용법을 지속적으로 교육 받거나 개발하고 숙
련해야 한다. 더 나아가 다자간 실시간 디지털 영상 소통 기술도 사용자들의 필요와 환경을 
반영하여 개발자들이 지속적으로 오류를 제거하고 기능을 발전시켜야 한다. 다자간 실시간 디
지털 영상 소통 기술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1년이 지나는 동안 학계의 다양한 분야는 이 기
술의 개선 방향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해당 기술에 대한 학문적 체계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쏟아지는 조언들은 적절한 것들과 부적절한 것들이 뒤섞여 있기에 자
칫 개선 방향을 잃게 하거나 개선 노력을 허비하게 만들 수도 있다. 다자간 실시간 디지털 영
상 소통이 갖는 특징에는 대면을 통해 이뤄지던 공적 소통(말하기)과의 유사점을 갖는다는 점
과, 동시에 디지털 매체 소통이라는 특수성을 갖는다는 점이 있다. 이 두 가지 특징 곧 ‘레토
릭(공적 말하기)’과 ‘디지털  소통’이 융합되는 학문적 영역은 ‘디지털 레토릭’이라 명명될 수 
있다. 융합적인 특성 때문에 ‘디지털 레토릭’에 대하여 다양한 학문 분야들이 자신의 연구 범
위라고 주장하게 될 것이다. 유사한 연구 분야와 용어로서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오럴리티가 있는데, 이를 연구하거나 적용해 오던 학문 분야는 커뮤니케이션학, 언론
학, 교육학, 언어학, 국문학, 전산학, 인공지능학 등이 있다. 언급한 학문 분야들은  ‘디지털 
레토릭’를 새로운 연구 영역으로 인식하고 연구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또한 ‘디지털 레토릭’
이 디지털 영역에서의 공적 말하기란 점에서 ‘디지털 레토릭’을 연구해야 할 가장 주된 학문 
중 하나가 수사학(레토릭:공적말하기)이란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수사학은 근대 
학문까지는 굳건히 상위에 랭크되던 학문이었으나 현대 학문에서는 그 지위는 물론 존재 가치
마저도 확인하기 힘든 상황에 쳐해 있다. 때문에 ‘디지털 레토릭’ 연구를 지지해 줄 공적 학문
으로서 레토릭(수사학)을 거론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될 수 있다. 수사학이 공적 지위를 상실한 
것은 사실이지만, 수사학의 내용과 능력마저 사리진 것은 아니다. 수사학의 지식과 능력은 수
사학 학자(연구자)들과 수사학 도서(연구서)들 속에 면면히 살아 있다. 이는 ‘디지털 레토릭’을 
하나의 학문 분야로 세울 충분한 바탕이 된다. 다른 학문 분야들도 ‘디지털 레토릭’을 도울 능
력은 충분하지만 ‘디지털 레토릭’의 기둥을 세우고 핵심을 채울 본연의 능력과 책임은 레토릭
(수사학)에 있다 하겠다. 따라서 수사학자들이 역량을 집중하여 현대 중요 학문이 될 수 있는 
‘디지털 레토릭’을 함께 구축하게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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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was not policing’: 케네스 버크의 펜타드 요소에 기초한 조지 플로이드 

살인사건 재판 최종 변론 수사비평

 은지향(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과 박사과정 1학기)

1. 서론

언어는 상징을 드러내기 마련이고, 정치적으로는 특히 그러하다. 정치적 흐름과 맥락 속에서 

활용될 때 언어는 더욱 큰 파괴력을 갖고 그 상징은 극대화된다. 

지난해 미국을 ‘Black Lives Matter’ 운동으로 이끌어낸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미국 내에

서는 ‘폴리싱(Policing, 치안유지)’이 주목받았다. 민주당과 리버럴 진영은 ‘Defund the 

Police’(경찰 예산 삭감)라는 구호를 내걸고 많은 ‘일상적 폴리싱’이 평등(Equality)에 기초하

지 않을 뿐 아니라 혐오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리려 했고 공화당과 보수진영은 이러한 

움직임을 폴리싱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간주했다. 폴리싱은 당시 두 정치 진영이 첨

예하게 맞붙은 최전선과도 같았다. 

사건 발생 11개월 만에 시작된 조지 플로이드 살인사건 재판은 미국 사회의 큰 주목을 받

았다. 재판은 유튜브와 TV 방송을 통해 실시간 중계되었고 2,300만 여명의 시청자가 이를 

지켜봤다. 검사측은 최종 변론(Closing Argument)을 통해 과잉진압으로 조지 플로이드를 죽

음으로 이끈 경관 데렉 쇼빈이 유죄임을, 차분하지만 강한 어조로 배심원들을 설득했다. 변

론의 끝을 ‘폴리싱’으로 마무리한 것은 앞서 지적한 대로 이 단어가 지난 대선을 통해 형성

한 정치, 사회적 위상(영향력)을 감안했기 때문일 것이다.  

마지막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한 배심원들의 마음을 얻으려 할 때 화자의 태도, 어조, 증거를 

활용한 유, 무죄의 선언은 매우 중요하다. H.M. Caldwell은 <The Art and Architecture of 

Closing Argument>에서 최종 변론의 화자는 친구, 선생님, 세일즈맨, 연예인, 스토리텔러, 

동기부여자, 전략가, 그리고 심지어 심리학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행동(act), 배경(scene), 행위자(agent), 행위수단(agency), 그리고 목적(purpose) 등 다섯 가지 

펜타드 요소를 통해 인간(텍스트)의 동기를 파악하고자 하는 케네스 버크의 드라마티즘은 

최종 변론에서 요구되는 화자의 여러 가지 역할과 동기를 분석하는 적절한 분석 틀이 될 수 

있다. 본 수사 비평을 통해 최종 변론의 텍스트가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하

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케네스 버크의 드라마티즘

미국의 수사학자 케네스 버크(Kenneth Burke)는 인간과 동물의 근본적인 차이를 ‘상징을 만

들고 사용하는 능력’으로 봤다. 언어라는 상징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버크는 인간

의 삶을 ‘드라마 그 자체’라고 보았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드라마를 추구하고, 드라마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며, 드라마적 요소를 동원하여 소통과 설득을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사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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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에서 고안한 수사비평 방식이 ‘드라마티즘’이다. (박성희, 2017)

버크는 말 사이의 관계에 관심이 있었다. 버크가 주목한 다섯가지 분석의 틀, 즉 펜타드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왜 하는지’를 설명하는 말의 유형에 비판적으로 주목하여 집중한 분

석방법이다. (이희복, 2006) 펜타드는 행동, 배경, 행위자, 행위수단, 목적의 5가지 요소를 의

미한다. 

표1) 펜타드 요소

인간의 언어 표현은 위의 다섯 가지 요소의 적절한 배합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라는 표현은 배경-행동 조합이고, ”기술이 나의 행동을 결정할 

거야“라는 표현은 수단-행동 조합이다.  ”그가 나를 때려서 나도 그를 때렸다“는 행동-행동

의 조합이다. (박성희, 2017 재인용) 드라마티즘은 이렇게 다섯 가지 요소들의 관계(ratio)를 

연구하여 경중을 가늠하다 보면 그 안에 숨어있는 서열(hierarchy)을 찾아낼 수 있고, 내재화

된 동기를 발견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조지 플로이드 살인 사건 재판 최종변론의 수사 비평

1) 재판 개요

2020년 5월 25일, 미국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위조지폐 사용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데렉 쇼빈(Derek Chauvin)이 용의자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를 체포하는 과정에

서 9분 29초 동안 무릎으로 목을 눌러 사망하게 한 사건. 흑인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 및 

인종차별에 대한 항의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다. 이 사건 직후 데렉 쇼빈과 함께 현장에 있었던 다른 3명의 경찰이 파면되었다. 

데렉 쇼빈은 의도하지 않은 2급 살인, 3급 살인, 그리고 2급 과실치사로 기소되었고 지난 

2021년 3월 8일부터 4월 20일에 걸쳐 재판이 진행되었다. 3건의 기소항목 모두 배심원들의 

유죄 평결을 받았다. 이 재판은 텔레비전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되었고 2300만 여명의 시

청자들이 최종 평결을 지켜보았다. 판사의 최종 판결은 2021년 6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다.

2) 최종변론1)

2021년 4월 19일, 주정부측 검사의 기소의견 최종변론(Closing argument)은 스티브 슐레이

1) 최종변론의 스크립트는 다음의 온라인을 참고하였다.
https://www.rev.com/transcript-editor/shared/MieiBo_V92ojO_1jPZwOqgXsUzPfN4FdKrcaFQRv1

f0ccS3lgffB1iHZ2eqdxEJMimJn1FnaRHPc9r24FHch8Ef6bOY?loadFrom=PastedDeeplink&ts=0.09

행동(act) 생각이나 행동상으로 일어난 일 무엇을 

배경(scene) 행위가 일어난 상황이나 배경 언제, 어디서

행위자(agent) 행위를 일으킨 사람, 사람들 누가

행위수단(agency) 행동의 발생이 주는 의미, 방법 어떻게

목적(purpose) 발생된 행위의 이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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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Steve Schleicher)가 담당했다. 슐레이처의 변론은 “그의 이름은 조지 페리 플로이드 주니

어였습니다(His name was George Perry Floyd Jr.)"로 시작했고 1시간 40분 가량의 최종 변

론으로 이어졌다. 슐레이처의 어조는 매우 담담했고 고조되지 않았으며 배심원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시청자들)에게 조지 플로이드의 사인을 명확히 하고 왜 데렉 쇼빈이 유죄인지 

증거를 나열했다. 슐레이처의 최종변론은 1973년 미국에서 태어나서 평범하게 자라고 가족

의 따뜻한 사랑으로 살아온 조지 플로이드가 사건 당일,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낯

선 사람들에 둘러싸여 저항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얼마나 무력하게 세상과 이별을 했는지의

이야기로 이어진다. 러닝타임 9분 29초의, 현실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드라마’ 였다. 

최종변론은 ‘내러티브 속 내러티브’의 구조를 가진다. 화자는 피고인이 유죄임을 증명하기 

위해 사건의 발생 경위와 조지 플로이드의 사인(死因)을 자세하게 분석한다. ‘무엇이 상식인

가 → 조지 플로이드는 왜 죽었나(사인,死因) → 경찰의 역할은 무엇인가 → 사건 당일 경찰

의 행동은 치안행위인가, 폭력인가 → 권력(파워)은 누가 가지는가 → 이것은 폴리싱이 아닌 

살인이다’ 이 내러티브는 사건 당일 17세 소녀에 의해 촬영된 동영상 증거를 완벽하게 뒷받

침 해주었다. 여기서 사건 당일 촬영된 9분 29초의 동영상은 ‘살인과 사망의 순간’의 내러티

브 속 내러티브를 보여준다. 이 사건은 이미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Mom, I can’t 

breathe’라는 ‘비극의 드라마’로 새겨져 있고, 검사 측의 최종 변론은 그 현장을 또렷하게 복

원해내는 역할을 했다. 

3) 최종 변론의 펜타드 요소 분석

표2) 최종변론의 펜타드 요소

행동(Act)

백인 경찰이 한 흑인남성을 과잉진압하여 지나가는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살인했다. 경

찰의 입장에서는 폴리싱의 행위였으나 그것은 폭력행위였고 결국 살인의 원인이 된 행동이

었다. 

배경(Scene)

2020년 5월 25일,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 아침, 미니애폴리스 한 편의점 앞 길거리에서 20달

러 위조지폐 사용 혐의를 받은 용의자가 체포를 당한다. 9분 29초의 시간동안 한 사람이 고

통을 당하다 죽어갔다. ‘9분 29초’라는 상징적인 시간은 변론 중에 스물두 번 언급된다. 

행위자(Agent)

행동(act) 폴리싱(치안유지) vs 살인

배경(scene) 2020.5.25. 조지플로이드 사망 사건

행위자(agent) 데렉쇼빈(피고인) vs 조지플로이드(피해자) / 목격자(증인)

행위수단(agency) 권력자의 피해자에 대한 비상식적인 권력 남용

목적(purpose) 폴리싱을 넘어선 폭력을 규명, 힘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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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진압을 한 백인경찰 데렉 쇼빈, 숨을 거둔 흑인 용의자 조지 플로이드,  그리고 지나가

던 행인(By-Standers)들을 주된 캐릭터로 볼 수 있다. 

데렉 쇼빈은 경찰이다. 백인이다. 19년간 미니애폴리스 경찰로 근무했고 훈련받은 사람이다. 

경찰 배지를 단 권력자이나 훈련받은 대로 행동하지 않고 권력을 남용했다.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한 오만한 경찰이다. 그의 행위는 결국 살인으로 이어진다. 권력

자에서 살인자로 전락한다. 

조지 플로이드는 피해자이다. 흑인이다. 상황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위조지폐를 사용한 것으

로 추정되는 용의자였다. 경찰의 체포에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따른 용의자였다. 수갑을 차

고 엎드려서 얼굴이 짓이겨 지는 고통을 겪었다. ”숨을 쉴 수 없어요(I can’t breathe)“를 4

분 45초 동안 스물아홉 번 호소했다. 그 고통을 이겨낼 초인적인 힘을 지닌 사람

(Superhuman)이 아니었다. 그냥 ‘사람(Human)’이었다. 용의자에서 피해자가 되었다. 

목격자들은 그야말로 지나가던 행인들(By-standers)이었다. 처음에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

고 조지 플로이드를 향해 ”당신은 경찰을 이길수 없어요(You can’t win)“를 외쳤으나 이후 

숨 쉬지 못하는 조지 플로이드의 상태를 알아챈 후 경찰을 향해 소리 지른다. ”그 사람을 

놔줘요, 기절했어요(He’s passed out)“ 목격자들은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활약한다. 휴일 

아침 편의점 앞을 지나던 행인들은 조지 플로이드의 무력함을 휴대폰을 들어 기록했다. 힘

있는 경찰에 맞서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기록하고 증언하여 데릭 쇼빈의 유죄를 밝히는데 

키 플레이어로 활약했다. 

행위수단(Agency)

최종변론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 바로 행위수단이다. 치안유지 행위인 폴리싱이 이뤄

지지 않은 부분에 주목한다. 경찰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에 대해 열거한다. 아픔을 호소

하는 용의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무릎으로 눌러서 숨을 못 쉬게 되는 원인을 제공했다.

화자는 8번에 걸쳐 폴리싱(치안행위)이라는 용어를 환기시킨다. 

‘치안유지는 가장 숭고한 직업이죠 → 치안을 유지한다는 것은 수갑을 채우고 진실을 밝히

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 피고인의 행위는 치안의 행위가 아니었다 → 피고인은 치안을 

넘어선 오만을 선택했다 → 그것은 치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인이었다’(‘Because policing 

is the most noble profession’, ‘Policing is a noble profession’, ‘There’s more to policing 

than putting handcuffs on people and hauling them away to be true’, ‘What the 

defendant did was not policing’, ‘This was not policing’, ‘The defendant, he chose pride 

over policing’, ‘These actions were not policing. These actions were an assault’, ‘This 

wasn’t policing. This was murder’) 폴리싱에 관한 내러티브의 전개는 이 사건의 핵심이 ‘상

식을 벗어난 과잉진압에서 빚어진 살인사건’임을 규정한다. 

목적(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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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아폴리스 경찰의 모토는 ‘용기를 가지고 보호하고 동정심(연민)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

(To protect with courage and to serve with compassion)’이다. 경찰의 존재이유이다. 폴리

싱을 위해 경찰들은 훈련받고 무력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시민들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경찰에 전화를 한다. 도움을 요청한다. 그러나 사건 당일, 데렉 쇼빈은 규칙과 절차와 행

동강령을 따르지 않은 나쁜 경찰(bad police)이었다. 조지 플로이드가 죽기 직전 호흡을 잃

었을 때 심폐소생술(CPR)을 시도해야 했다. 그러나 하지 않았다. 데렉 쇼빈은 훈련을 통해 

잘 알고 있는 경찰이었지만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He knew better, he didn’t 

do better)이 사건은 주정부와 경찰 전체의 케이스가 아니다. 폴리싱이 아닌 폭력(assault)을 

사용하여 살인으로 이끈 주정부와 데렉 쇼빈(개인)의 케이스이다. 

변론의 마지막 단락은 최종변론의 목적을 잘 드러낸다. 

이 사건은 여러분이 처음 봤을 때, 그 비디오를 봤을 때,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바로 그

것입니다. 여러분은 본 것을 믿어야합니다. 여러분이 믿었던 것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본 그

대로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대로예요. 여러분이 직감적으로 느낀 것,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알

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폴리싱이 아닙니다. 살인 행위였습니다.  피고는 세 가지 죄목 모두에 대해 유

죄입니다. 전부 다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This case is exactly what you thought when you saw it first, when you saw that video. It is 

exactly that. You can believe your eyes. It’s exactly what you believed. It’s exactly what you saw 

with your eyes. It’s exactly what you knew. It’s what you felt in your gut. It’s what you now know 

in your heart. This wasn’t policing. This was murder. The Defendant is guilty of all three counts. 

All of them. And there’s no excuse. Thank you.

4) 펜타드 요소간의 Ratio 분석

최종 변론 텍스트를 케네스 버크의 펜타드 요소를 통해 분석해보고, 각 요소들의 Ratio를 

통해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데 어떤 요소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졌는지 살펴보겠다.

행위 수단(Agency)-목적(Purpose)

최종변론에서 화자는 행위수단을 통한 유죄입증, 즉 목적에 초점을 둔다. 사건 당일 데렉 쇼

빈의 행위 수단이 비상식적이고(Use of Force unreasonable), 끔찍했으며(force that is not 

lawful, it’s just awful) 사고가 아니었으며(he did it on purpose), 오만했는지(he chose 

pride over policing) 지적한다. 이러한 행위 수단은 유죄 입증의 구체적인 단서가 된다. 경

찰배지를 단 힘 있는 권력자 앞에서 무력하게 죽어간 피해자,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줄 권

력은 증인과 배심원들의 권력에서 나온다고 화자는 주장한다. 사건 당일 그 거리를 지나던 

행인들이 목격자가 되어 현장을 기록했듯이 (Random members of the community, all 

converged by fate at one single moment in time to witness something) 무작위 추출로 

재판정에 나온 배심원들이 피고인에게 유죄 평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You got a 

summons in the mail. And here you are, all converged on one spot. Now, ou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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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have power. The power actually belongs to us, the people.) 권력(Power)은 무엇이고 

그 권력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한다.  

4. 수사비평을 통한 사회적 함의 연구

논증분석, 이데올로기분석 등 수사비평의 여러 가지 분석 틀 가운데 드라마티즘을 선택한 

이유는 최종변론의 스토리텔링 자체를 ‘드라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년 전 수많은 사람

들을 움직이게 했던 사건 자체의 내러티브, 그리고 그 사건을 바탕으로 배심원들을 설득하

기 위해 엮어진 최종변론의 내러티브를 케네스 버크의 ‘드라마티즘’의 펜타드 요소를 이용하

여 분석하는 것은 유의미했다. 그 어떤 법리해석과 논증도 ‘눈 앞에 펼쳐진 이야기(스토리)’

보다 선명하게 작용할 수 없을 것이다. 

세계를 유죄평결을 이끌어 낸 최종 변론은 재판 이후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뉴욕타임즈는 

‘법 체계가 경찰관의 업무 중 살해에 대한 책임을 거의 묻지 않는 나라(특히 희생자들이 흑

인일 때)에서 이 재판은 획기적인 사건이었고, 그 결과는 아마도 플로이드의 죽음이 경찰의 

권력 남용과 법 앞에 평등함으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Burroughs, 2021) 라고 썼

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Black Lives Matter’ 운동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아마도 분노의 본질이 ‘흑인 차별, 흑백 갈등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재판의 과정과 최

종 변론을 통해 검사측은 이 사건의 본질을 인종차별이 아닌 ’폴리싱‘으로 집중한다. 1시간 

40여분의 최종 변론 속에 백인(white), 흑인(black, African-American), 차별(discrimination) 

등의 단어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누가 봐도 세상에 긴 세월 동안 존재하는 문제인 

’인종 차별‘, ’흑백 갈등‘을 전면에 부각 시킬 경우 유죄 입증은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폴리

싱은 사회를 떠받치는 근간이 되는 행위(개념)이므로 검사측은 폴리싱을 전면에 내세울 수

밖에 없었다. 조지 플로이드가 결국 흑백 갈등의 희생물이었다는, 자신들이 가장 하고 싶었

던 주장을 뒤로 미룬 채, 화자는 ’목적‘에 충실했다. 이번 사건은 폴리싱이 아닌 폭력으로 인

한 살인 행위였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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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문(Apologia)의 문화간 특성 수사비평:
중국내 테슬라 사과문의 전략적 수사 효과를 중심으로

   
정로로(이화여대)·박성희(이화여대)

머릿말

 인터넷의 급속한 발달로 기업의 행동과 정보전파에 대한 대중의 감시가 더욱 편리해 졌다. 
전통적 미디어가 기업의 이미지 훼손에 대해 사적으로 합의하는 것과 달리 뉴미디어 시대의 
도래에 따라 모든 협상 과정이 대중의 감시를 받게 되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무한히 확대되고 
빠르게 확산된다. 뉴미디어 환경에서 기업 PR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을 때 화술을 잘 활용하
지 못하고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기존 고객과 잠재적 고객을 모두 잃고 기업에 큰 피해
를 줄 수 있다. 사과는 기업이 위기 PR에 직면할 때 자주 사용하는 수단으로서 가장 설득력 
있는 방식을 통해 충돌을 피하고 충돌과 갈등에 대응하는 해결책으로서 기업과 소비자 사이의 
관계 악화를 감소시킨다. 일부 기업은 위기상황 때 전략적 사과문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신뢰
를 다시 얻고 기업 이미지를 회복하는 동시에 광고 홍보 효과도 얻는다. 이는 진실된 언사(言
辞)와 적극적인 사건 처리 태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인터넷 소셜미디어에서 기업의 신중한 
언어표현이 없다면 전파성과 적시성을 갖춘 소셜미디어 속성이 확대되어 기업에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 뉴미디어 환경에서 기업의 위기관리는 텍스트의 신중성과 정확성에 더 중점을 둬
야 하며, 인터넷 플랫폼의 게시물도 즉시 저장되는 경우가 있어 간단한 텍스트 철회나 삭제만
으로는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없다. 따라서 기업들은 위기사태의 뉴미디어 텍스트 대응
에 더욱 전략적으로 임해야 한다. 글로벌화의 진전에 따라 외국 기업의 중국 진출이 늘고 있
는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 문화와 대중의 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사과 성명에 
대해 즉시 부분적 또는 전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기업의 책임과 이익에 대한 저울질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는 가운데 소비자와 네티즌들은 기업이 경멸과 기만의 의도가 있다고 지적하며 
사과의 진정성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기업들이 사과문 표현법에서 실태에 맞게 문제
를 처리하지 않고 언어 표현의 전략 선택에서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소
비자들의 불만과 분노가 생겼다. 기업들이 언어 표현에서 다소 교만한 말투로 사과문을 발표
해 소비자로 하여금 거리감을 느끼고 오만하다고 생각하게 한다. 그리고 어휘가 너무 공식적
이어서 약소 그룹의 소비자들이 기업의 성의를 느낄 수 없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사과문은 그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심지어 기업이 2차 PR 위기를 맞게 될 수도 있다.

 본 논문은 '테슬라 사건'1) 발생 후 3편의 사과문을 중심으로 네티즌과 소비자들에 대한 사과
의 실패를 분석하고 사과문이 발표된 뒤 왜 대중의 양해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적 여론이 

1) 2021년 4월 19일 중국 상하이 국가회전중심(NECC)에서 ‘오토 상하이 2021(제19회 상하이 국제자동
차공업전람회·상하이 모터쇼)’이 개막한 직후인 오전 11시쯤, 한 여성이 테슬라 부스에 전시된 빨간색 
모델3 세단 위로 올라갔다. 이 여성은 ‘브레이크가 고장났다(刹车失灵)’라는 의미의 중국어와 테슬라 
로고가 박힌 흰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여성은 차 위에서 큰소리로 ‘브레이크 고장’ ‘살인자’라는 말을 계속 외쳤고 순식간에 사람들이 모여
들어 사진과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경비원들이 우산을 펼쳐 여성의 행동을 제지하려 했으나 이 여성
은 우산을 집어던지며 멈추지 않았다. 결국 여성은 끌려나갔다고 경찰서로 연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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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되었는지 설명하였다. 언어표현 전략의 측면에서 테슬라가 중국 문화의 큰 맥락에서 여러 
차례 사과한 후에도 여전히 소비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한 주요 원인을 분석하였다.

1.동 ·서양 사과 문화의 차이 

 언어의 사용은 그와 대응하는 언어 환경을 떠날 수 없으며 각 다른 문화는 각각의 언어에 영
향을 미치고 있다(LIUYI,2020). 미국 인류학자 Edward Twitchell Hall Jr는 1976 년 출판한 
<Beyond Culture>에서 고 맥락(High Context) 문화와 저 맥락(Low Context) 문화의 개념
을 제시했다. 영어 위주의 서양 국가는 저 맥락(Low Context) 문화에 속하고 중국을 대표로 
한 동양 국가는 고 맥락(High Context) 문화에 속한다2).
 미국의 저 맥락 문화적 특징 중에서 뚜렷한 점은 직설적이고 명시적인 언어 정보가 위주이며 
언어 코딩이 많고 언어에 인간관계에 대한 긴밀한 유대가 강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서양 문화권에서 미국인과 미국 기업들은 사과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갈등을 해결하
는 이런 주요한 처리 방식은 문제의 본질에 대한 직시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개인주의가 첨가 
되면서 저 맥락 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인들은 대화나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관점과 
의도를 가장 간결한 언어로 설명하기를 원한다. 반대로 대화중에 관점과 의도를 회피하면 사
람들에게 연약하고 용기 없는 표현으로 비칠 수 있다. 저 맥락 문화는 말하는 사람이 문장을 
통해 자신의 의도를 직접 전달하는 것으로 맥락의 의존도가 낮다(LIUYI,2020).
 사과의 언어표현 전략에서 미국인의 사과는 일반적으로 단도직입적이지만 언어 대항에 직면
할 때 종종 거부를 위주로 한다. 평소 교제든 사과든 개인주의 위주의 관점이며 통일된 사상
을 찾기 어렵다. 이로 인해 미국인들은 사과 과정에서 지향성이 매우 강하고 자신의 의향이 
통일되지 않으면 사과에서 부정을 중심으로 개인 위주의 사상을 넓히게 된다.
 맥락이 높은 동양 문화의 경우 사과 과정에서 주로 사과하는 태도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감
정 표현은 더욱 내적이고 언어적으로는 더욱 함축적이며 말을 듣는 사람이 충분한 배경 정보
를 파악해야 하며 맥락에 근거하여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추측해 내야 한다. 중국 문화에서 
함축과 체면은 사과에서 지향하는 의사소통 방식인데 사과에서 거절을 위주로 한다면 일종의 
체면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중국 문화에서 사과는 일종의 겨루기로 먼저 부정적 
표현으로 사건 자체를 부정하고 나중에 회피를 하며 능력이 미치지 못함을 나타낸다.
사과라는 수단을 통해 외부의 공격을 낮추고, 최종적으로 적극 양보하고, 보상과 수정을 주요 
결과로 하여 시정 의견을 실행에 옮기며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이처럼 중국 문화의 사과는 퇴진을 위한 심리학적 겨루기로, 여러 수단을 통해 상대방의 체
면을 높이고, 회피의 특징을 통해 양보함으로써 외부 공격을 최소화하는 것을 주요 방향으로 

2) High context culture and the contrasting low context culture are terms presented by the 
anthropologist Edward T. Hall in his 1976 book Beyond Culture. It refers to a culture's 
tendency to use high context messages over low context messages in routine 
communication. This choice of communication styles translates into a culture that will 
cater towards in-groups, an in-group being a group that has similar experiences and 
expectations, from which inferences are drawn. In a high context culture, many things 
are left unsaid, letting the culture explain. Words and word choice become very 
important in higher context communication, since a few words can communicate a 
complex message very effectively to an in-group (but less effectively outside that group), 
while in a lower context culture, the communicator needs to be much more explicit and 
the value of a single word is less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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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사과의 마지막 단계에서 보상과 수정을 한다.

2. 테슬라 사과문 3편의 언어표현 전략과 분석

 Olshtain & Cohen(1983)은 사과 전략을 5가지로 귀납했다. 첫째 사과를 통해 말하는 사람
의 후회를 표현한다. 직접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다(I am sorry, I apologize, forgive me 
등). 둘째 이러한 행위를 일으키는 원인에 대한 해석을 한다(The bus was late, so I am 
late). 셋째 비판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책임을 진다.（It was my fault. I was confused. 
You’re right. I didn’t mean to）. 넷째 즉시  보완한다（What can I do to make it up 
to you . 다섯째 보증 및 약속을 한다（It won’t happen again）. 따라서 사과 전략은 직접
적인 사과전략과 간접적인 사과전략 두 종류로 나뉜다. 직접적 사과전략은 사과를 표현하는 
명확한 단어(sorry, apologize 등)가 있어야 하고 간접적 사과전략에는 해석·책임·보완·보증이 
포함된다.
 본 연구 텍스트의 출처는 중국 SNS 웨이보 '테슬라 사건' 이후 4월 19일, 4월 20일, 4월 26
일 세 차례에 걸쳐 테슬라 웨이보 계정에 올라온 사과문이다.

2.1 직접 사과 전략

예: 여러분의 시간과 공공자원을 빼앗아서 죄송합니다.(抱歉占用大家的时间和公共资源)
    차주의 문제를 제때에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我们就未能及时解决车主的问题深表歉意)
    차주에게 다시 한 번 사과 드립니다.(再次向车主表示歉意)
    테슬라의 모든 소비자에게 감당하지 못할 스트레스를 준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让所有特斯拉车友们承受了不该承受的压力，对此我们感到万分抱歉)

 인터넷에서 테슬라의 오만한 태도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 사회 대중에게 용서를 구하며 사
과 대상은 사회 대중, 차주, 테슬라 소비자로 바꿔 가면서 직접 사과를 했다.

2.2 간접 사과 전략

첫 번째 사과문은 곳곳에 오만함이 나타난다

예: 여러분의 모든 비판을 우리는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많은 타당한 의견과 비판을 
들었고 이러한 의견과 비판을 우리는 진심으로 받아들입니다.(我们听到很多中肯的意见和批
评，对于这些意见和批评，我们诚恳接受)

 이 말의 표현으로 볼 때, 그 자체로 비교적 오만한 태도를 취했다. 테슬라는 자신의 위치를 
소비자보다 높게 정하고, 오만한 태도로 돌아보거나 경청했다. 비판의 경우 공정한 의견이든 
주관적인 비판이든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 위기 PR이 발생한 후 몇 시간 동안 테슬라가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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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대중에게 이미 오만하다는 부정적 인상을 보였다. 게다가 
테슬라는 서양 기업이라 현지에서 기업 친화력이 부족하고, 중간 브랜드로 중국 시장에 진출
했지만 대중의 의견을 맞춤형으로 경청하는 것 자체가 사과의 본질을 변화시켰다. 미국인의 
피를 가지고 있는 이 기업은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는' 태도로 소비자를 대하다 중국 대중의 
'체면'을 위해 적절한 카타르시스를 주지 못하였다.

예: 소비자나 기업이 어떤 요구를 하든 법적으로 평등하기 때문이다. 분쟁 처리는 기업이든 
소비자든 모두 '법리' 두 글자를 떠날 수 없다.(因为不管是消费者还是企业，无论表达什么诉
求，在法理上是平等的。处理纠纷，无论是企业还是消费者，都离不开“法理”二字)

 먼저 테슬라는 사과 방식에서 대중을 아우르며 하지 않고 소비자를 상대로 짧고 성의 없는 
사과만 했다. 다음 사과문에서 피해자가 협조하지 않는다는 핑계로 기업과 피해자의 위치를 
바꾸었다. 피해자들의 비합리적인 의견과 협조를 꺼리는 태도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처리 문
제를 해결하지 않았다. 그 자체가 무책임한 태도이고 자동차 브레이크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은 채 소비자들에게 빈말처럼 사과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기업이자 자동차
기업으로서 자신의 사회적 가치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중들에게 합리적인 설명을 해야 한
다. 마지막으로 법리를 핑계로 간접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만약 테슬라와 의견이 같지 
않으면 테슬라가 법적으로 분쟁을 다루겠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 소비자들로서는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는 점으로 테슬라의 오만한 태도에 중국 소비자들은 체면을 잃어버린 느낌이다.
 사건은 그 자체로 상당히 야만적으로 처리되어 대중 앞에서 신뢰와 기업 이미지를 잃은 테슬
라는 사과문에서 자세한 경위를 밝히지 않았다. 이는 그 자체로 사과의 태도에 대한 대중의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게다가 회피하는 듯한 가벼운 사과의 표현으로 자신의 신분을 피해자로 
바꾸었다. 이런 방식은 부정보다 더 터무니없기 때문에 대중에게 버림받는 것도 당연하다.

예: 동시에 우리가 설명해야 할 것은 불합리한 요구에 타협하지 않는 것도 우리의 태도라는
점이다.(同时我们需要说明的是：对不合理诉求不妥协，同样是我们的态度)

 간접적 사과에서 테슬라는 합리적 해석을 하지 않았고 소비자를 안심시키고 양해를 구하겠다
고 약속했지만 본질적으로 사건 자체에 대한 합당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 사과문의 언어표
현 전략에 있어 제3자 권위 기관을 핑계로 오만한 태도를 다시 한 번 드러냈고, 문장의 언어 
표현을 통해 책임을 회피했으며, 고객과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주관적인 요구에 대해 무시하
는 태도로 일관해 기업 이미지를 망가뜨렸다.

두 번째 사과문은 저자세로 책임을 회피하여 더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예: 테슬라는 정부 각 부서의 결정에 존중하고 충실히 복종하며 소비자를 존중하고 법규를 지
키며 정부 각 부서의 모든 조사에 철저하게 협조한다.(特斯拉尊重并坚定服从政府各相关部门
的决定，尊重消费者， 遵守法律法规，坚决坚定地积极配合政府各相关部门的所有调查)

 위의 내용을 보면 테슬라는 초기의 오만에서 벗어나 정부 당국의 결정에 완전히 승복하고 주
요 소비자에 대해 사과하고 존중하는 자세로 바뀌었다. 하지만 사과문 내용 형식을 보면 테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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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가 피해자를 주요한 사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정부 관련 부서를 주요 사과 대상으로 한 것
도 이번 사과가 관련 부서의 압력을 이기지 못해 이뤄진 것으로 비치기 쉽다는 지적이다. 사
과 전략에 양해를 구하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관련 부서를 겨냥한 사과문이라는 인
식만 확산시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타협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표면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고 피해자의 의견을 경청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피해
자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정부 관계부서의 조사를 목표로 삼은 것이 분명하다. 첫 사과문에 
비해 태도 변화가 있었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피해자를 첫째 순위로 생각하지 않았
다. 심지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과 사건 자체에 대한 보상조치도 없었
다.

예: 이를 위해 우리는 이미 전문 처리팀을 구성하여 전문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합법적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차주의 요구를 만족시키려고 노력하였다.(为此，我们已成立专门处理小
组，专事专办，努力在合规合法的情况下，尽全力的满足车主诉求，争取让车主满意)

 위의 언어표현 전략을 보면 여전히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를 볼 수 있으며 '최선, 노력'
은 여러 가지 의미로 나눌 수 있다. 책임이 테슬라 자체에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합리적 요구
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전히 노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말 그대로 피해자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보상 방식과 방법 등 다양한 경로를 볼 때 이 규정은 여전히 테슬라가 자체
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협상 방식을 스스로 마련하고 높은 위치에서 피해자
와 언어 게임을 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다'는 '책임 회피'라는 뜻으로 테슬라가 이번 위기 처리 방식에 소극적이었고 여
론 압박에 의해 두 번째 사과문을 냈지만 본질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가 아니라 문자 게
임으로 위험성을 피하고 있다. 기업 자체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도 대중적으로도 받아
들일 수 없다. 마지막으로 '노력하다'는 소비자들의 귀에 가장 거슬리는 표현이고 테슬라와 차
주 간의 관계로 볼 때 무의미한 것이며 언론과 대중에게는 고백을 했지만 스스로 노력하는 기
업의 공신력을 잃었고, 무성의한 사과로 테슬라의 오만과 위선은 더욱 뚜렷해졌다.

 간접 사과라는 측면에서 이번 테슬라의 사과는 소비자 자체보다는 해당 심사 부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대중은 테슬라의 사과에 동의하지 않는다. 전문 처리팀 구성을 통해 시선을 돌리
면서도 조사 결과가 공개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자체 조사로는 사과의 진정성을 볼 수 없
다. 자아 성찰의 행위는 있지만 대중에게는 무성의하게 대하고 있다. 이런 언어표현 전략은 
많은 위기 PR의 사과문에 반영되어 있지만, 이 같은 내용의 사과문은 일반 대중의 양해를 얻
지 못한다.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모호하게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간접 사과에서 서양 
기업의 이 같은 전략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하다.
 테슬라 여론 사건이 발생한 이후 다른 곳에서도 브레이크가 고장 나는 사고가 터지면서 곳곳
에서 테슬라 자동차가 사고만 나도 브레이크가 고장 난 것으로 의심해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불러일으켰고, 테슬라의 세 번째 사과문도 이어졌다.

세 번째 사과문은 인정미로 기업 이미지가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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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지난 며칠 동안 우리의 모든 동료들은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 천지를 뒤덮은 의문과 
갑자기 두 배로 늘어난 고객 서비스 전화에 직면하여, 우리는 단지 더 진실한 태도와 더욱 나
은 서비스로 고객 마음속의 의심을 해소할 수 있을 뿐이다.(这些天，我们所有的同事都承受着
巨大的压力。面对铺天盖地的疑问，面对突然成倍增加的客服电话，我们唯有用更真诚的态度和
更好的服务去化解客户心中的疑虑)

 위 문장은 기업 직원들을 중심으로 한 인위적 사과이며 중국적인 사과로 '인정미(人情味)'를 
갖추었다. 직원들이 엄청난 압박을 받는 점에 주목하도록 하여 테슬라에 대한 대중의 동정심
을 불러일으킨다. 자신의 성의와 노력을 통해 고객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것 자체가 역 PR전
략이며 동시에 앞의 두 사과문이 대중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것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이다. 언
어표현 전략면에서 보면 기업에 대한 호감을 높이고 사건 이후 테슬라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
지 대중들이 분명히 이해하도록 하여 기업 오만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인 감정을 약화시켰다.

예: 각 지역 서비스센터와 매장에는 차주들이 자발적으로 보내온 각종 위문품, 밀크티, 디저트
가 가득하고 그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동료들은 매우 열광하며 모든 수고가 눈 녹듯이 사라
진다.(各地的服务中心和门店陆续收到车友们自发送过来的各种慰问品，一杯奶茶，一份甜品，一
段暖心的话语，让同事们感动得热泪盈眶，所有的辛苦都烟消云散)

 위 문장 전체에서 추출한 키워드인 지지와 이해라는 단어는 세 번째 사과문의 가장 중요한 
점이다. 앞의 두 번의 사과문은 테슬라의 기업 이미지를 무너뜨렸다. 소비자의 신뢰와 기업의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테슬라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고 이를 위해 기업 직원들을 출발점으
로 삼았다. 직원들이 차주로부터 받은 위로를 언급하면서 테슬라에 대한 대중의 애착도 달라
졌고, '감정 카드'를 기회로 삼아 동정을 얻으려 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사과문과 같이 올린 
배달 영수증에서 문제가 발견되어 세 번째 사과도 실패로 이어졌고 '실패한 밀크티 PR 전략'
이라며 테슬라가 오만한 태도로 실패했다는 비판이 다시 제기되었다.

예: 며칠 동안 우리 동료들은 크나큰 압박을 받고 있다
    (这些天，我们所有的同事都承受着巨大的压力)
    지금의 테슬라는 완벽하지 않고 개선할 점이 많다
    (现在的特斯拉并不完美，还有许多需要改进的地方)
    소비자에게 우수한 품질과 가격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为消费者提供优质优价产品和服务)
    세계를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바꾸는 길은 마라톤이다.
    (推动世界向可持续能源转变的道路，是一场马拉松)

 간접적 사과에서 테슬라는 압박을 많이 받는다는 이유로 최근 며 칠간의 상황을 설명했고 신
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언어표현 전략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이런 전략은 위기상황에 직
면한 기업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동적인 자세를 능동적으로 전환
하여 소비자들이 문제시하는 점을 대중 앞에 과감하게 드러내 보일 수 있다.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표현을 통해 기업 이미지에 대한 대중적 인식 전환과 테슬라에 대한 소비자의 지지와 
인정을 얻어 대중의 우려를 해소하고 손실을 회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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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문제를 되돌아보며 기업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앞으로 좋은 제품으로 고객에게 보답
할 것을 약속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과 전략의 표현이다. 그런데 테슬라가 사과문의 끝에
서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을 마라톤으로 보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그 글의 진정한 의미
는 테슬라의 친환경 에너지 탐사에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표현은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고 테슬라 자동차의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맺음말

 테슬라는 서방 기업으로서 중국의 풍습과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중국인의 사과 방식 
요령도 파악하지 못했다. 사과문 내용의 언어표현 전략을 보면 사과의 뜻을 강조하지 않고 오
히려 오만한 자세로 대중을 대하면서 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두 번째 사과문에 태
도 변화가 있었지만 문장의 표현은 '문자 게임'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해당 부서의 조사
에 대응하는 것을 사과의 핵심으로 하며 자신의 사회적 책임을 앞세우지 않은 점은 테슬라 사
과의 진정성에 의심을 갖게 하고 피해자에 대한 관심을 잃게 만들었다. 세 번째 사과문은 비
록 자신의 태도를 바로 잡았지만 출발점은 여전히 회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비록 
전략적으로는 실수가 없고 대중에게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밀크티 사건
'의 영향으로 테슬라는 다시 위기 상황을 겪고 결국 성실한 사과를 목적으로 대중의 견해를 
바꾸는 홍보 목표는 실패했다. 테슬라는 사과 타이밍을 놓쳤을 뿐만 아니라 서양 기업의 오만
한 태도까지 남김없이 드러냈다. 고 맥락(High Context) 문화에 속한 중국으로서도 사과는 꼼
꼼히 연구해야 할 예술이라고 할 수 있지만, 테슬라가 처음부터 진실되게 잘못을 인정하고 화
려함이 없었더라면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참고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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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23:55(China Time )  테슬라 발표문

 존경하는 고객님, 네티즌, 언론인 여러분:

 오늘 본 상하이 모터쇼에서 테슬라 제품 안전 문제에 대한 의문과 관심에 대해 여러분의 시
간과 공공자원을 빼앗아서 죄송합니다. 테슬라에 대한 관심과 감독에 감사드립니다.

 테슬라가 중국에 공장을 짓는 것은 중국 고객에게 더 잘 봉사하고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
해서이다. 우리는 중국 고객, 파트너, 중국 네티즌, 중국 언론 여러분을 존중합니다. 우리는 
많은 적절한 의견과 비판을 들었고 이러한 의견과 비판에 대해 우리는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
다.

 자동차 기술 기업으로서 운전 안전과 제품 품질은 줄곧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브랜드 추구와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우리의 초심은 사용자를 위한 편안하고 편안한 전기 여행 생활을 꾸준
히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모델에서는 소비자가 영원한 핵심이며 모든 
피드백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며 최선을 다해 시정하고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
다. 우리는 책임감 있는 태도를 고수하고 고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믿습니
다. 우수한 제품 경험을 더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 제품 안전 문제에 대한 의문과 관심에 대해 우리는 항상 국가급 제 3 자 권위 기관3)

의 전방위 검사에 최선을 다해 이런 방식으로 테슬라의 소비자들을 안심시키고 소비자의 이해
와 이해를 쟁취하기를 희망합니다. 국가 차원의 제 3 자 권위 기관, 어느 기업이 좌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소원은 지금까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주된 이유는 사용자와 
의사 소통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부차적인 이유는 고객을 위해 문제를 해결할 방
법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고객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테슬라 제품의 문제라면 테슬라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며, 그 배상, 벌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공개 약속을 기꺼이 합니다. 이것은 우
리의 일관된 태도와 처리 방식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설명해야 할 것은 불합리한 호소에 타협하지 않는 것도 우리의 태도라는 것이
다. 

 소비자든 기업이든 어떤 호소를 표현하든 법리적으로 평등하기 때문이다. 분쟁을 처리하는 
것은 기업이든 소비자든 모두' 법리(法理)' 라는 글자를 빼놓을 수 없고 쌍방은 합리적이고 합
법적으로 소통하고 해결하는 것이 소비자와 기업에 진정으로 적용되는 정의와 공평입니다.
 
 테슬라와 고객은 항상 하나입니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지는 방식은 우수한 제품을 제공하

3) China Products Quality Inspection Supervision Ce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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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나은 사회적 지향과 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마음과 비교하면 성실이 최고의 다립니다. 우리는 실사구시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다고 믿습니다. 이런 힘은 본래 온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 힘은 산업의 전진을 더욱 촉진하는 
힘이다. 이런 힘은 우리가 중국에서 배운 가장 근본적인 힘이다.

 여러분의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고객의 구체적인 호소에 대하여 우리는 반드시 최선
을 다해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모두의 모든 비평을 우리는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의 관용(용서)과 이해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4/20 23:25(China Time)  사과문

 존경하는 고객님, 네티즌, 언론인 여러분:

 우리는 차주(车主)4)의 문제를 제때에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사과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예전처럼 언론과 인터넷상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테슬라는 차
주, 네티즌, 언론인 여러분이 우리에게 준 신뢰와 포용에 감사했고 고객, 네티즌, 언론 여러분
의 의견, 조언, 비판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주인의 불편함을 최대한 보완하기 위해
자동차 체험 및 생활 등 여러 방면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시종일관 최선을 다
해 차주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가장 진실한 태도로 해결책을 찾고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약속
을 확고히 이행하고자 한다. 

 테슬라는 정부의 각 관련 부처의 결정에 존중하고 소비자를 존중하고, 법규를 준수하며 정부
의 각 관련 부서의 모든 조사에 단호히 적극적으로 협조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전문 처리팀을 설립하고 전문사무를 전담하며 규정 준수가 합법적인 경우 
최선을 다해 차주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차주(车主)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차주(车主)가 우리에게 더 나은 문제 해결 기회를 제공하고 다방면으로 만족
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진정으로 수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
고 있습니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는 교훈을 배우고 진지하게 총결하고 정부의 각 관련 부처의 조사
에 협조할 때 동시에 엄격한 자찰을 실시하여 자신의 불합리한 서비스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4) 차주(车主)는 테슬라 차동자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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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와 서비스 과정을 빗질하고 바로잡고 즉사개하고 소비자를 존중하고 시장을 존중하기 위
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고객 피드백을 계속 듣고 고객 경험을 최적화하고 모든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차주((车主)에게 다시 한 번 사과의 뜻을 표합니다. 여러분의 관용(용서)과 이해에 감사드립니
다

4/26 23:44 (China Time)   사과문

 지난 며칠 동안 우리는 모든 테슬라 차우들(车友们)5)에게 감당할 수 없는 압력을 받게 해 준 
것에 해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동료들은 모두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다. 천지를 뒤덮는 의문에 직면하여 갑자기 
두 배로 늘어난 고객 서비스 전화에 직면하여 우리는 단지 더 진실한 태도와 더 나은 서비스
로 고객의 마음속의 의심을 해소할 수 있을 뿐이다. 

 스트레스가 가장 클 때 우리는 차우들(车友们)의 배려와 지지를 느꼈다. 각지의 서비스센터와 
매장은 차우들(车友们)이 보내온 각종 위문품, 밀크티 한 잔, 디저트 한 잔, 따뜻한 말 한 토
막을 차례로 받아 동료들을 감동시켜 눈물을 글썽이며 모든 수고가 사라졌다.

 테슬라에 대한 사람들의 의문에 대한 해답을 자발적으로 꾸준히 해 온 자동차 친구들이 많
다. 

 우리의 감격의 정은 말 말과 표정에 나타나다.

 여기서 차우들(车友们)의 지지에 대해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 감격, 은혜에 드립니다!

 네, 지금의 테슬라는 완벽하지 않고 개선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자원을 
소비자에게 양질의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칙과 초심을 바꾸지 않고 고객들을 진
심으로 대하면 테슬라는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 

 우리는 항상 세계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길은 마라톤이라고 믿는다. 이 
마라톤의 마지막까지 견지할 수 있는 테슬라는 결국 차우들(车友们)의 지지와 우리가 공유하
는 가치관에 의지하고 있다.

 우리는 제품과 서비스를 더 좋게 만들고 차에 오르는 친구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끊임
없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꿈의 시작점이 우리 손에 있다고 믿는다.

5) 차우들(车友们)은 테슬라 차동자를 좋아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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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든 차우들(车友们)에게 기존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앞으로 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새로운 문제도 잘 처리할 것이라고 진
심으로 안심시켜 드립니다

 우리는 테슬라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진실한 설명을 할 것이다.

● 위에 사과문은 중국 SNS(위이보) 출저: https://weibo.com/teslaofficial?is_al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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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struction of Contemporary Korean Society: 

A Barthesian Analysis 

Introduction 

Our perception of the world is heavily influenced by the different codifications and symbols inscribed 

into our daily lives. The latter heavily influence our decision making and understanding of the world, and the 

ways in which we decipher them influence how we navigate the world. Roland Barthes defines a “myth” as a 

form of speech. Yet it is not merely any type of language; it is a system of communication, a message (Barthes 

215). Put into semiotic terms, there is a signifier and a signified: the word and its literal meaning—and the 

meaning that is commonly ascribed to it. The following paper will explore some of the central contemporary 

myths related to Korean contemporary culture. Through the analysis of Kimchi, Mukbangs, Trot in 2021, K-

Pride, and celebrity suicides, this paper will explore how these myths work in the construction of contemporary 

Korean society.  

 

Kimchi 

Kimchi is most famously known as the national dish of Korea. Just as Barthes suggests that “fries were 

the alimentary sign of Frenchness”, kimchi is the alimentary sign of Koreanness (85). It has a long-standing 

cultural history and the set ritual for its preparation, called “kimjang”, has been recognised by the UNESCO 

as part of Korea’s cultural heritage. However, over the last few weeks, kimchi has become the main topic of 

debate between China and Korea, with China claiming kimchi for itself. This debate is important not because 

of what kimchi is but rather because what it means, the symbolic meaning attached to it. It is part of the Korean 

sense of nationality. As Professor Kim Kwangok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suggests, “kimchi is not 

merely an object people see and eat. It represents ritual, values, symbol, knowledge, technical know-how, and 

an independent activity producing and changing artistic values and beauties as often expressed in the term ‘the 

color and charm’ of food” (11). As kimchi is a fermented food, it is something that requires more than m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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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king skills. One needs the wisdom that is passed dow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those almost invisible 

things that give it traditional and historical value. “This is why fermentation is not a mere chemical process 

but a cultural phenomenon encompassing traditional knowledge, know-how, religious and artistic practices, 

and values” (Kim 17). The process of kimjang is a social and communal event in which all the family members, 

and sometimes also neighbors and friends, come together to help each other and participate in the making of 

kimchi as a unity. It is a social ritual and has thus become a symbol for unity in Korea, of spending time with 

your family and connecting with each other. It is a food that symbolizes the close bond between the members 

of each Korean family and, indeed, of the entire population of Korean families, taken as a collective unity. 

Kimchi transcends the mere connotation of food and becomes symbolic of community formation and the 

exchange of labour, knowledge and affection amongst members of the Korean community. It is encoded with 

the idea of unity which constitutes the core of Korean national identity.  

The ongoing debate between China and Korea mainly concerns the rules for the development, 

transportation, and storage of Pao cai, the Chinese equivalent of kimchi. Technically, these rules do not apply 

to kimchi; however, some Chinese media outlets suggest otherwise and have thus sparked a controversy over 

the true origins of kimchi. Koreans are mainly concerned that the people outside of Korea will falsely believe 

that kimchi is a Chinese dish, a misconception which threatens the values they associate with the dish. In 

appropriating the food that Koreans inscribe their identity to, one strips them of their sense of identity. This 

represents an emotional invasion of their character. The “myth” associated with Kimchi recently manifested 

itself again in a more positive way, when US actress Gwyneth Paltrow said she healed her body by using 

kimchi after she confirmed positive for the coronavirus. This story evoked a strong sense of pride amongst 

Koreans and became a headline in most Korean media outlets. In the debate with China, the symbolic 

significance of kimchi within the Korean social imaginary is threatened, evoking a defensive response from 

Koreans, whereas Paltrow reaffirmed the effects of all the values and knowledge encoded in kimchi, evoking 

a positive reaction. This shows how the word kimchi, in truth simply a form of fermented cabbage may become 

a signifier for a nation’s character. Both instances demonstrate the symbolic significance of kimchi, in which 

an attack on or a praise of kimchi may become an attack on or a praise of the whole 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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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kbang 

 Mukbang is a term which refers to individuals who film themselves or live-stream themselves while 

eating in front of an online audience. It has become a popular element in mainstream pop-culture, yet why is 

it that more and more people find fun in watching other people eat? Some people who are also dining alone 

may enjoy the sight of mukbangers because it gives them the feeling of company; others might gain a sense 

of satisfaction from watching other people eat. However, mukbang may also have financial implications. 

Korean millennials refer to themselves as the "sam-po" generation, which translates as "giving up three” 

generation in English. Young Koreans claim that they are expected to give up relationships, marriages and 

children in order to survive in the tough economy. In light of their situation, rather than obsessing about major 

achievements, younger Koreans are looking for ways to capture tiny but significant moments of joy—

something tiny but something nonetheless which entirely belongs to a single individual. Watching mukbang 

is an example. Although it does not involve real eating by the viewers, it still provides vicarious pleasure. At 

the same time, some people may not be able to afford the type or amount of food consumed by the creators of 

mukbang. Indeed, the dynamics of affluence and poverty may be interwoven into the concept of mukbang. 

Barthes describes the proletarian in Chaplin’s movie as “a man who is hungry”; indeed the image of the 

proletariat is always portrayed in an epic manner: “excessive sizes of sandwiches, rivers of milk, pieces of 

fruit hardly bitten into and carelessly thrown away” (35). Similarly, the conspicuous consumption and 

subsequent disposal of these excessive amounts of food in mukbang seem to attract a high viewership. 

However, unlike the example of Chaplin, where the proletarian then functions as the “primitive” who is still 

“external to Revolution”, and the “poor man [who] triumphs over everything” (36-37), the dynamics between 

the audience and the creators of mukbang seem to differ. 

 Some people suggest that viewers of mukbang gain satisfaction from seeing people eat the food that 

they cannot access themselves. On the other hand, there may be psychological factors involved, such as 

relieving feelings of loneliness. Indeed, the younger generations spend more time alone as they do not have 

time to socialize outside of work and school. Alongside the lack of time for socializing, the younger 

generations also lack the time for leisure. Perhaps it is the ASMR (Autonomous Sensory Meridian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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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ect of mukbangs, which can help to relieve stress, which makes it so popular. Indeed, the focus shifts away 

from the action of eating and onto the sounds it produces. One might even argue that this creates a certain 

intimacy for the viewer, a sensation which they have not been able to experience much due to the ongoing 

Covid19 pandemic. Spence and his colleagues suggest that “there is a very real danger that many of these 

single-person households may be missing out (knowingly or otherwise) on the benefits of commensality” (4). 

However, they also suggest that “as yet, it would seem fair to say that it remains unclear whether or not it 

counts as a meaningful example of digital commensality, our guess is that it probably does not” (8). If the 

social aspect is not the cause, it may be the notion of wealth that is subconsciously connected to seeing large 

amounts of food. Given that the current economic situation causes a lot of younger people to struggle 

financially, they may be relieving their sense of frustration at their lack of money by watching content that is 

symbolically charged with wealth. 

 Moreover, diet culture is very prevalent in Korea, with unattainable beauty standards which can only 

be achieved by a low intake of very healthy foods. Evidently, this creates a stigma around the consumption of 

food. It may be that by watching these mukbangs, which challenge this social stigma, the watchers of mukbang 

may be able to release some of the tension felt they feel from struggling to fit into the social standards. 

Mukbangs are a breach in this dietary culture and may offer a temporary release from unattainable social 

expectations. 

 Hence, the concept of mukbang becomes the “myth” of a modern society in which loneliness and 

stress prevail, and in which one’s financial means do not increase despite hard labor. In this way, the concept 

of mukbang has become an outlet for Koreans in the face of an increasingly suffocating stigma around food. 

 

Trot in 2021 

 Trot is a Korean traditional music genre distinguished by its repetitive rhythm and voice modulations. 

It began in Korea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in the first half of the twentieth century, and its distinctive 

singing style has evolved over time. Trot, according to Koreans, bears and depicts the lamentation and so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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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Korean history. Among the younger generation, with the rise of K-pop, Trot lost its prominence and was 

regarded as an old-fashioned music style. However, the audition shows that host young Trot singers have 

regained tremendous popularity as a phenomenon in Korea over the course of the last year; and Trot has been 

popularized nationwide again, with people started to pay attention to the genre and its values again.  

The recent surge in popularity for the genre of Trot can be traced to several factors. Formally known 

as a subculture, a genre mainly listened to by the older generation, Trot has now become a part of mainstream 

culture. One important element in this shift can be ascribed to the lyrics of Trot, which are mostly romantic 

and nostalgic, expressing devotion and love for one another. During the current pandemic, this style of lyric 

has become symbolic for a past in which life was better, an escape for people back to a time in which they 

could be closer. 

Moreover, the format under which Trot has gained popularity, namely the competition show, also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his chapter “In the Ring”, Barthes argues that people find pleasure in watching 

wrestling because the latter feeds their Desire for Justice and seeing Evil defeated. Similarly, the contestants 

of Trot are mostly from marginal backgrounds, children or adults from single parent households or less 

wealthy families. They thereby become the personification of a rags-to-riches story, which can be described 

in Korean in the terms of “The dragon rising from the stream” (개천에서 용 난다.). This popular Korean 

saying means that excellent people can rise even from difficult situations. Due to the incompetent past political 

regimes in Korea and the increase in housing prices, belief in this saying has changed and a sense of 

hopelessness has developed in the minds of Koreans. People’s frustration with the current economic situation 

and their desperation in the face of it is thus relieved through the Trot singers. The evil, which is the current 

economic situation, has been defeated by these characters of marginalized backgrounds. It gives the audience 

the sensation that justice does prevail over evil. Moreover, this format is based on audience voting, which 

gives them a sense that they played an active role in restoring justice. The winners of the Trot competitions 

have become the signifier; the defeat of the effects of an economic slump the signified.   

It is also worth noting that these competition shows are mainly broadcasted by the most conservative 

broadcast station in Korea, TV Chosun. The winners of the competitions are now heavily marketed, star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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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 variety of advertisements mainly targeting the older generation, which have more disposable income than 

the younger generation. The genre of Trot has become normalized: it is now a part of every-day culture and 

the political implications behind the broadcasting station are not questioned. Thus, Trot as a genre has become 

the “myth” for the marginalized community claiming their agency, giving people strength in times where the 

“corona blues” has drained them of all hope. 

 

K-Pride: Yoon Dong-Ju 

 Korea is a very patriotic country and is often defined by its citizens’ strong love for their homeland. 

This love for the country and strong bond as a community has manifested itself over and over through the 

Korean history, with movements such as the Saemaeul Undong (1970) and the Gold-collecting campaign 

(1998) calling upon the entire nation and their unified efforts to help save the economy and enhance prosperity. 

Indeed, to Koreans, patriotism equals prosperity. Within this patriotism, there is a strong notion of ethnic 

homogeneity, which is at the center of a lot of racially charged debates in Korea.  

There are a lot of figures in history that are deeply associated with patriotism, among whom one of the 

most central figures is that of the poet Yoon Dong-Ju. Arguably, he is the most relevant figure when it comes 

to peaceful resistance and love for the motherland. Born in China, Yoon Dong-Ju moved between the three 

countries of China, Korea and Japan, eventually being arrested for allegedly being involved in anti-Japanese 

movements, and consequently dying in a Japanese prison in 1945 at the age of only 27. Yoon’s poems were 

critical of Japanese colonialism and often involved a lot of self-reflection. His poetry is now referred to as 

resistance poetry. Similar to kimchi, the Korean identity is encoded in this figure. He is more than just a poet, 

but the face of the Korean nation, much like Shakespeare is to England.  

Yoon has become a symbol for Korean resistance and liberation: if one mentions his name most Korean 

people will think of patriotism and resistance to injustice. What matters is not merely his poetry, but also the 

circumstance of his life. He has become the messenger of resistance, the symbol for courage to overcome 

anxieties. His most famous lines of “Until the day I die/ I long to have no speck of shame/ when I gaze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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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ard heaven” (Prologue 1-3) evoke strong notions of honesty and justice, whereas the following lines of 

“With a heart that stings the stars,/ I will love all dying things” (Prologue 6-7) evoke strong feelings of empathy 

and compassion for all things, not merely the beautiful. In contemporary popular culture, he has also become 

a commercialized figure, used to edify younger generations: he is the epitome of purity. There are plenty of 

merchandise goods with his poetry printed on them, attracting the younger generations who consider him as a 

role model. He has become the hero for a generation that is suffering the injustices of society.  

Yoon is often used to evoke feelings of patriotism in political campaigns. Ironically, Yoon has also 

become a key figure in debates around discrimination towards Korean-Chinese people. His birthplace is in 

China, which regularly sparks debates on whether he was Korean or Korean-Chinese. In Yoon’s lifetime, this 

debate between Koreans and Korean-Chinese did not exist yet. However, through this newly developed hatred 

towards Korean-Chinese, Yoon’s significance has been transformed, too. Whereas before he was merely a 

figure of resistance and symbol of patriotism, he has now also become the main tool of defense and attack in 

this debat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ization of Korea, a lot of Koreans were forced to leave the country 

for political and economic reasons. In recent debates, people often overlook the fact that a lot of Korean-

Chinese people contributed to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Instead, they are often looked down upon 

and considered to be latent criminals. For instance, during the PC café murder case in 2018 involving Kim 

Seong-Soo, headlines were more focused on the suspect’s ethnicity than the actual crime, with a lot of media 

outlets encouraging the rumor that he must be Korean-Chinese. There is a certain irony in the Korean’s 

willingness to praise Yoon as a figure of resistance and example of compassion and honesty, while 

simultaneously using him in conflicts surrounding people with a similar ethnic background. It no longer 

matters to them whether the myth associated with Yoon is true or not; they do not mind disregarding parts of 

his social background and position in history to utilize him in contemporary debates.  

Yoon is thus often used to protect the dominant ideologies of patriotic Koreans. While he is still a 

positive figure in Korean patriotism, he is also used to protect an ideology which is oftentimes harmful to 

Koreans who were born in China, just like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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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ebrity Suicides 

In his chapter “Ornamental Cuisine”, Barthes describes the food presented by Elle as follows: “In this 

cuisine, the prevailing substantial category is surface sheen: visible effort has been made to produce glazed, 

carefully smoothed finishes, to conceal whatever aliment is underneath by a sleek deposit of sauces, icings, 

jellies and creams” (142). The same thing can be said about Korean celebrity culture: these people are 

presented to the public as having no flaws, visually as well as morally. They become the canvas for Korean’s 

to project their fantasies of purity onto. These celebrities serve as a function as divine figures to be worshipped 

by the general public. Specifically, female celebrities are supposed to be visually perfect and embody notions 

of purity: stereotypically feminine behavior and abstinence from any sort of relationships to either sex is 

expected. Much like the food whose individual components cannot be identified beneath the carefully crafted 

finish, the individual’s characteristics and potential flaws are carefully hidden behind the persona of a deity. 

A breach from this perfect image means ostracism from society.  

Two prominent examples for this type of ostracism, which can often lead to suicide, are Sulli from the 

girl group f(x) and Goo Hara from the girl group Kara. The former suffered heavy criticism and cyber bullying 

for posting photos online of herself without a bra. Challenging the societal expectations for Korean women, 

the media outlets criticized her badly constructed public image. As previously suggested, female celebrities 

are functioning as sort of decoration, as role models for these societal expectations and product of their 

fantasies of purity. Her behavior was considered too vulgar and crude. Goo Hara suffered similar criticism 

after becoming the victim of illicit filming. Despite being the victim of a crime, Goo suffered the consequences 

of no longer adhering to the fantasy of purity that she was expected to fulfill. Both of these women committed 

suicide due the heavy cyber bullying they experienced after their breach from this “myth”, which is the pursuit 

of purity through young female celebrities. 

Similar to the ornamental cuisine, the celebrity culture is supported by a mythical economy. Barthes 

describes it as openly being a dream cuisine which never shows the dishes except from a certain point of view, 

ready for consumption in a single glance. (144) The deity like concept of female celebrities is also merely a 

102



Lee 9 

 

dream concept, in which all the human characteristics have been stripped away from the women to make them 

eligible for quick consumption amongst the general public and gratifying their expectations of absolute purity. 

 

Conclusion 

As one can see, these five myths already construct a multi-faceted image of Korean contemporary 

society. They do not merely work as a signifier for the Korean identity, but also express some of the present 

key issues in the society. They reflect the anxieties and fantasies that this community faces, and signify some 

of the ways in which Koreans try to overcome these issues. It has also shown how some of the myths, such as 

Yoon Dong-Ju, have transformed over time and throughout history. All of the above-mentioned myths have 

become a normalized part of culture and are no longer questioned. They appear to be intuitive, natural: they 

have always been this way. If one were to ask Koreans about any of these myths, they would probably answer 

along the lines of things just being as they are for no particular reason and because they have always been like 

that. They are all connected to (recent) history in one way or another. This “current history” is the story that 

the whole society wants to tell as a name for Korean/‘Koreanness’.     

Throughout my analysis, I have come to realise that these myths, which are all part of the perception 

of myself and my environment, are stories connected to the history of Korea. The more I thought about it, the 

more I felt like all of these myths were part of a bigger social structure made to uphold society’s existing 

interests. The self-explanatory nature of these myths fascinated me, as I realised the imperceptibility of the 

history and formation behind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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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수사학회연구윤리및연구윤리위원회규정 (1)

- 2007년 11월 17일 제정. 2014년 3월 31일 개정. 2019년 6월 30일 개정.

- 제3장연구윤리위원회시행지침 – 제7조연구부정행위의정의.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윤리성과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를 의미한다. 연구부정행위
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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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나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저자 표시’ 행위

4.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행위

(한국수사학회 온라인 홈페이지 http://www.rhetorica.org/bbs/bbsDetail.php?cid=notice&idx=23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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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수사학회연구윤리및연구윤리위원회규정 (2)

- 제2장연구자의윤리 – 제3조저자의의무.

1.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 결과를 출처를 명시함과 더불어 여러 차례 참조할 수는 있지만,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
절이 된다.

2.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3.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 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번역)에 기여했음
에도 공동저자(역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연구나 저술(번역)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한다.

4.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
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
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만 인용할 수 있다.

6.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를 통해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
러한 표기를 통해 어디까지가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디서부터가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주장 혹은 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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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자연구윤리관련참고자료 (1)

https://www.youtube.com/watch?v=AbE_DWqP3sE

연구자가가장궁금해하는연구윤리의주요이슈 10선
(연구윤리정보센터 제작, 2020) 

https://www.youtube.com/watch?v=sGIOZ9m9vpc

EBS 지식채널 e “연구윤리”
(연구개발인력교육원 (KIRD), EBS 지식채널 e 제작,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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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자연구윤리관련참고자료 (2)

https://cyber.kird.re.kr/usrs/eduRegMgnt/eduRegInfoDeta
ilForm.do?p_crscd=1757&CRSCD=1757&p_crsseq_id=766
1&p_hmpgcd=34&p_type=ON

참여연구원을위한연구윤리(인문사회계)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제공,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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