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修辭的 접근을 통한 孔子의 不文律에 대한 입장 고찰1)

- [논어]를 중심으로 -

유재성(서일대)2), 안성재(인천대)3)

1. 들어가면서

[논어] <微子(미자)>편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18-1: 미자는 떠났고, 기자는 그의 노비가 되었고, 비간은 간언을 하다가 죽었다. 공자가 이르

시기를 “은나라에는 세 명의 어진 이들이 있었다.”

微子去之，箕子爲之奴，比干諫而死。孔子曰: “殷有三仁焉!”  안성재(2013)

미자의 이름은 啓(계)로, 商(상)나라의 폭군 紂王(주왕)과 같은 어머니의 형이다. 주왕이 무

도하여 미자가 누차 간언을 올렸으나 듣지 않자, 결국 황야에 은거하였다. 후에 周(주)나라 武

王(무왕)이 상나라를 멸한 후에, 미자는 宋(송)나라에 봉해졌다. 기자는 주왕의 숙부로, 이름은 

胥徐(서서)이다. 주왕이 무도하여 수차례 간언을 올렸으나 듣지 않자, 머리를 풀고 미친 척하

다가 구금되고는 노비로 전락했다. 무왕이 상나라를 멸한 후에 석방되었다. 비간 역시 주왕의 

숙부이다. 少師(소사)라는 관직에 있으면서 누차 주왕에게 간언을 올리자, 주왕은 “내가 듣기

로는 성인의 심장에는 일곱 개의 구멍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비간이 성인인지 확인하겠노

라!”라고 말하여, 그의 심장을 갈라 잔인하게 죽였다. 그렇다면 이 구절이 알리고자 한 바는 

무엇인가?

道(도)가 땅에 떨어지자 미자는 떠났고, 비간은 미친 척하다가 잡혔으며, 비간은 끝까지 간

언하다가 죽임을 당했다. 하지만 공자는 이 세 사람이 모두 어진(仁: 자기의 임금을 진심으로 

섬기고 따름) 사람이라고 칭송하고 있다. 따라서 공자는 비록 위의 세 사람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그 마음가짐은 하나라고 보았으니, 이들은 모두 임금을 배반하려는 역모를 꾀하지 않

고, 끝까지 자기가 섬기는 임금을 바른 길로 걷도록 노력한 인물로 보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하나의 불문율이 생기고 말았다. 바로 나라

에 '도'가 있으면 벼슬하여 임금을 보필하지만, 나라에 '도'가 없으면 세상을 등지고 유유자적

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왕과 같은 폭군에게는 아무리 충언을 해도 임금이 깨닫기는커녕 오히

려 자신의 목숨조차도 부지하지 못했으니, 신하가 세상을 등지고 떠나는 것이 당시에는 어쩌

면 너무나도 당연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공자는 이 불문율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

을까? 만약 인지하고 있었다면, 그는 과연 이 불문율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었을까? 

따라야 한다고 했을까, 아니면 이를 반대했을까? 이제 공자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수

1) 본 논문은 서일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2) 제1저자

3) 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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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펼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2. 본론

[논어] <八佾(팔일)>편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3-18: 공자가 이르시기를: “임금을 섬김에 예를 다하니, 사람들은 아첨한다고 여긴다.”

子曰: “事君盡禮, 人以爲諂也。”  안성재(2013)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禮(예)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논어] <學而(학

이)>편의 다음 구절을 보기로 하자.

1-12: 유자가 말하기를: “예의 시행은 조화로움을 귀함으로 삼는다. 선왕의 도는, 이(조화)를 

좋은 일로 여기니, 작고 큰 것이 그(조화)로 말미암는다. (하지만) 행하지 않아야 할 바가 있으

니, 조화로움만 알아서 조화롭고, 예로 그것(조화로움)을 절제하지 않으면, 역시 행해서는 안 

된다.”

有子曰: “禮之用，和爲貴。先王之道，斯爲美，小大由之。有所不行，知和而和，不以禮節之，

亦不可行也。”  안성재(2013)

따라서 禮(예)라는 것은 道(도)에 도달하기 위해서 和(화: 조화로움)를 통제하는 요소, 다시 

말해서 ‘조화로움을 위한 절제와 통제’인 것이다. 그렇다면 절제와 통제의 대상은 무엇일까?

도와 덕 그리고 어질음과 의로움은, 예가 아니면 완성시킬 수 없다.

道德仁義，非禮不成。

[禮記(예기)] <曲禮上(곡례상)>  李学勤(1999)

즉 禮(예)는 仁(인: 군주를 진심으로 섬기고 따름)과 義(의: 계급상의 서열을 명확하게 하고, 

그 서열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를 목숨을 걸고 지킴)를 절제하고 통제함으로써 어느 한쪽이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3-18의 말뜻은 “나는 신하

로서 임금을 진심으로 섬기고 따르면서 지켜야 할 바를 목숨을 걸고 지켰을 따름인데, 사람들

은 오히려 내가 임금에게 아첨한다고 여긴다.”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공자를 아첨하는 인물이라고 비판한 것일까? 바로 세상에 道(도)가 없

어지면 떠나는 것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도리라고 생각한 사람들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

해서 그들은 신하 된 도리로서 오직 임금이 바른 정치를 하도록 끊임없이 충언하다가, 자신의 

충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정도로 임금이 무도해지면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불문율을 따른 인

물들인 것이다. 이제 다음 기록을 보면, 그 사실은 더욱 명확해진다.



- 11 -

14-33: 미생묘가 공자에게 말하기를: “구(공자)는 어찌 이리 바쁜 모양인가(도처로 다니는가)? 

사람들을 홀려서 아부하는 것이 아닌가?” 공자가 이르시기를 “감히 사람들을 홀려서 아부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힘을 다해서 (세상을) 안정시키려는 것이다.” 

微生畝謂孔子曰: “丘何爲是栖栖者與? 無乃爲佞乎?" 孔子曰: "非敢爲佞也，疾固也。”  

안성재(2013)

미생묘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본문을 통해서, 세상을 피해 사는 隱者(은자)였을 것

이라고 추측할 뿐이다. 이처럼 미생묘 아니 당시 상당수의 은자들은 나라에 도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임금 곁에서 충언을 아끼지 않아야 하지만, 나라에 도가 없을 때는 말을 아끼고 

세상을 피하여 자기 한 몸을 보존하는 것을 당연한 도리로 여겼다. 따라서 그런 그들의 눈에 

비친 공자는, 뭔가 노림수가 있으므로 끝까지 임금 곁에 남아있으려고 한다는 오해를 할 수밖

에 없었을 것이다. 이제 다음 기록을 보면, 당시에 그러한 불문율이 분명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위에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아래가 되어도 등지지 않는다. 나라에 도가 있으면, 그 

말은 족히 흥하고, 나라에 도가 없으면, 그 침묵은 족히 용납된다. 

是故居上不驕，爲下不倍，國有道，其言足以興，國無道，其黙足以容。 

[禮記(예기)] <中庸(중용)>  李学勤(1999)

그렇다면 공자는 왜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에도 불구하고 임금 곁에 남아있다가, 아첨한

다는 오해를 받은 것일까? 공자는 당시의 불문율을 몰랐던 건 아닐까? 이와 관련하여, 다음 

기록을 보도록 하자.

5-6: 공자가 이르시기를: “도가 행해지지 않아서, 뗏목을 타고 바다로 떠다닌다면, 나를 따르

는 사람, 그것은 유이다.” 자로가 그것(공자의 말)을 듣고, 기뻐했다. 공자가 이르시기를: “유

는, 용감함을 좋아하는 것으로는 나를 넘어서지만, 재능을 취할 바는 없다.” 

子曰: “道不行，乘桴浮于海，從我者，其由與。” 子路聞之，喜。 子曰: “由也，好勇過我，無

所取材。”  안성재(2013)

공자는 분명 나라에 ‘도’가 땅에 떨어지면 과감히 떠나 세상을 유유자적해야 한다는 불문율

을 알고 있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공자는 불문율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몸소 

실천하기까지 했다. 

18-4: 제나라 사람이 여자와 음악을 선물하자, 계환자가 받고, 삼일동안 (신하들을) 만나보지 

않았다. 공자가 (다른 나라로) 갔다. 

齊人歸女樂，季桓子受之，三日不朝。孔子行。 안성재(2013) 

[史記(사기)] <孔子世家(공자세가)>에 따르면, 定公(정공) 14년에 공자는 56세의 나이로 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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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寇(대사구: 형조판서)에서 大夫(대부)로 승진했다. 그 후 석 달이 지나자 상인들이 값을 속

이지 않았고, 남녀가 멀리 떨어져서 걸었으며, 또 길에 물건이 떨어져 있어도 줍는 이가 없었

다고 한다. 심지어 외부의 손님들이 방문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 담당 관리를 굳이 찾아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나랏일이 잘 돌아갔다. 그러자 제나라의 黎鉏(여서)가 공자의 능력을 두

려워하여, 제나라의 미인 팔십 명을 뽑아 노나라로 보내고는 康樂舞(강락무)를 추게 했고, 또 

말 백이십 필을 노나라 임금에게 선물했다. 이에 卿(경)인 季桓子(계환자)는 처음에는 평상복 

차림으로 몰래 찾아가 강락무를 엿보다가, 나중에는 아예 지역 순시라는 명분으로 온종일 관

람하여 정사를 소홀히 했다. 자로가 그 소식을 듣고는 “이제 노나라를 떠날 때가 되었습니

다.”라고 말하자, 공자는 “임금께서 제사를 지내고 그 음식을 나누어줄텐데, 대부들에게 나누

어주면 나는 노나라에 남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음식이 대부들에게 전해지지 않자, 

공자는 노나라를 떠나게 되었는데, 악사 己(기)가 환송하자, 공자는 “여인네의 입은 신하를 떠

나게 할 수 있고, 여인네를 만남은 신하를 죽음으로 내몰 수 있네. 한가하게 유유자적하며 달

리 일생을 편안하게 지내리라.”라고 노래를 불렀다. 악사 기가 돌아와서 계환자에게 공자의 

말을 그대로 전하자, 계환자는 “공자가 나를 꾸짖고 있구나!”라고 한탄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

라, 제자들에게도 역시 불문율에 대해서 가르친 바 있다.

14-1: 헌이 수치에 대해 물었다. 공자가 이르시기를: “나라에 도가 있으면, 녹을 받는데; 나라

에 도가 없는데도, 녹을 받는 것은, 수치이다.” (헌이 또 묻기를:) “승벽(지기 싫어하는 기질), 

자랑함, 원망함, 탐욕을, 부리지 않으면, 어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공자가 이르시기를: “행하

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어진 것인지는, 곧 내가 알지 못한다.” 

憲問恥。子曰: “邦有道，穀; 邦無道，穀，恥也。” “克伐怨欲，不行焉，可以爲仁矣?” 

子曰: "可以爲難矣。仁，則吾不知也。"  안성재(2013)

공자는 여기서 지도자가 無道(무도)하면 벼슬에서 물러나는 것이 도리임을 천명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물론 무도한 지도자에게 충언을 하면 오히려 자기의 신변에 큰 위협이 되었기 때문인

데, 문제는 다음 구절에 있다.

14-3: 공자가 이르시기를: “나라에 도가 있으면, 말과 행실을 엄정하게 하고; 나라에 도가 없

으면, 행실을 엄정하게 하되 말은 공손하게 할 것이다.” 

子曰: “邦有道，危言危行; 邦無道，危行言孫。”  안성재(2013)

위에서 공자는 나라에 道(도)가 있으면 벼슬을 하지만, 나라에 道(도)가 없는데도 벼슬을 하

는 것은 수치라고 말했다. 그런데 여기서는 또 나라에 道(도)가 있으면 말과 행실을 엄정하게 

하지만, 나라에 道(도)가 없으면 행실을 엄정하게 하되 말은 공손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

으니, 여전히 벼슬을 하여 임금을 보필해야 한다는 뜻이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14-38: 공자가 이르시기를: “현명한 이는 세상을 피하고, 그 다음가는 자는 지역을 피하며, 그 

다음가는 자는 (임금의) 얼굴빛을 피하고, 그 다음가는 자는 말을 피한다.” 공자가 이르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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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일을) 행한 자가 일곱 사람이다.” 

子曰: “賢者辟世，其次辟地，其次辟色，其次辟言。” 子曰: “作者七人矣。”  안성재(2013)

즉 공자는 여기서 나라에 ‘도’가 없는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네 가지 처세술에 대해서 가르

치고 있다. 그중 제일 낮은 경지가 말을 공손하게 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벼슬을 하면서 충

언을 한답시고 임금의 심기를 건드렸다가, 자칫 자기에게 그 화가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렇다면 공자가 말한 일곱 사람은 구체적으로 누굴 가리키는 걸까?

18-8: 세상에 나서지 않은 사람은: 백이, 숙제, 우중, 이일, 주장, 유하혜, 소련이다. 공자가 

이르시기를: “그 뜻을 낮추지 않고, 그 몸을 욕되이 하지 않은 이는, 백이와 숙제일 것이니?” 

유하혜와 소련을 말함에, “그 뜻을 굽히고, 몸을 욕되이 하였으나, 말이 윤리에 맞고, 행동이 

생각에 맞았으니, 이러할 따름이다.” 우중과 이일을 말함에, “은거하면서 말을 맘대로 했으나, 

몸을 깨끗이 하고, 그침이 임시변통에 맞았다. 나는, 곧 이들과 달라서, 가함도 없고 불가함도 

없다.” 

逸民: 伯夷、叔齊、虞仲、夷逸、朱張、柳下惠、少連。子曰: “不降其志，不辱其身，伯夷、叔

齊與?” 謂柳下惠、少連，“降志辱身矣，言中倫，行中慮，其斯而已矣!” 謂虞仲、夷逸，“隱居放

言，身中淸，廢中權。我，則異於是，無可無不可。” 안성재(2013)

상나라의 제후국인 孤竹國(고죽국) 임금의 첫째 아들인 백이는, 아버지가 셋째 아들인 숙제

에게 왕위를 물려주라고 유언하자 그 뜻을 따랐다. 하지만 숙제는 그럴 수 없다며 다시 백이

에게 양보했다. 이에 백이는 아버지의 뜻이라며 도망가게 되고, 숙제 역시 도망을 가버리는 

바람에 결국 둘째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게 되었는데, 후에 周(주)의 武王(무왕)이 무력으로 폭

군인 은나라 紂王(주왕)을 몰아내자, 이 둘은 무왕이 仁義(인의)를 저버렸다고 말하며 首陽山

(수양산)으로 들어가 고사리를 캐서 먹고 지내다 굶어 죽었다. 

우중은 吳泰伯(오태백)의 동생 仲雍(중옹)이다. [史記(사기)] <吳泰伯世家(오태백세가)>에 따

르면, 周(주)나라 太王(태왕) 즉 古公亶父(고공단보)는 셋째 아들 季歷(계력)의 아들에게 德(덕)

이 있음을 알고, 훗날 계력의 아들이 왕위를 잇도록 하기 위해 장남 태백이 아닌 계력에게 왕

위를 잇게 했다. 그러자 장남 태백과 차남 중옹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荊越(형월)지역으로 도

망가 은둔했다고 한다. 

유하혜는 展禽(전금)으로, 장문중이 노나라 卿(경)의 자리에 있을 때 그를 보좌하여 대부를 

지냈던 인물이다. 하지만 이일과 주장 그리고 소련이 누구인지 현재로서는 자세히 알 수 없

다.

이제 이와 관련하여 14-38의 “현명한 이는 세상을 피하고, 그 다음가는 자는 지역을 피하

며, 그 다음가는 자는 얼굴빛을 피하고, 그 다음가는 자는 말을 피한다.”라는 표현을 다시 살

펴보면, 공자는 道(도)가 땅에 떨어지면 세상을 등지고 떠나는 것이라는 당시의 불문율을 누

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왜 뜻밖에도 “나

는, 곧 이들과 달라서, 가함도 없고 불가함도 없다.”라고 말한 것일까? 

이는 바로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의 불문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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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불문율을 따라야 한다는 생각 와중에도 道(도)를 다시 살려야 한

다는 사명감을 뿌리칠 수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증거로 공자는 道

(도)가 땅에 떨어지자 대부를 지내다가도 과감히 그 자리를 박차고 노나라를 떠남으로써 불문

율을 따랐다는 점과, 그러면서도 道(도)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오랫동안 세상을 주유했다는 

점을 들 수가 있다. 이유야 어찌 되었건 간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러한 공자의 이중적인 

태도는 결코 일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방편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공자는 

또 다음과 같이 발언하기도 했다.

15-7: 공자가 이르시기를: “곧구나, 사어여! 나라에 도가 있을 때에는 화살과 같고, 나라에 도

가 없을 때에도 화살과 같도다. 군자로다, 거백옥이여! 나라에 도가 있으면, 곧 벼슬을 하고; 

나라에 도가 없으면, 곧 거두어 품는구나.” 

子曰: “直哉，史魚! 邦有道如矢，邦無道如矢。君子哉，蘧伯玉! 邦有道，則仕; 邦無道，則可卷

而懷之。”  안성재(2013)

공자가 사어를 올곧다고 말하게 된 계기는 바로 屍諫(시간: 자기를 죽여서 임금에게 간언하

는 것) 때문이다. 사어는 靈公(영공)에게 수차례에 걸쳐 遽伯玉(거백옥)을 추천하고 彌子瑕(미

자하)를 멀리 하라고 충언했지만, 영공은 사어의 충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후 사어가 병

에 걸려 죽게 되자 아들을 불러서 유언을 했는데, 살아서 임금을 올바로 모시지 못했으므로 

자기의 시신을 창가에 내버려두라고 한 것이다. 이 소식을 들은 영공은 크게 깨달아서 거백옥

을 등용시키고 미자하를 멀리 하게 되었다고 한다. 사실 이 내용은 僞書(위서)로 알려진 [孔子

家語(공자가어)]에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위나라 영공 때이니만큼 공자가 친히 목도하거나 최

소한 당시에 그 소식을 접한 사건일 터이므로, 분명한 史實(사실)로 받아들여도 무방할 것이

다.

이제 공자가 사어를 올곧은 인물이라고 평가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사어는 지도자가 

道(도)를 행한 인물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일관되게 올곧은 자세로 임했다는 말이 된다. 

거백옥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서는, [左傳(좌전)]의 두 기록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 

<襄公(양공) 14년>에 따르면, 衛(위)나라 孫文子(손문자)는 獻公(헌공)이 포악하여 나라를 망치

려 한다며 거백옥을 찾아가 상의했다. 그러자 거백옥은 “어찌 신하가 임금에게 무례할 수 있

겠습니까? 또 새로운 임금을 세운다고 해서, 지금의 임금보다 낫다는 보장이 있습니까?”라고 

말하고는, 그 길로 국경을 벗어났다고 한다. 또 <襄公(양공) 26년>에 따르면 孫文子(손문자)에 

의해 위나라에서 쫓겨나 齊(제)나라에 머무르던 헌공은, 동생인 子鮮(자선)을 불러 자기가 다

시 귀국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이에 자선은 甯喜(영희)에게 말하기를, “만약 임금이 

귀국하게 된다면 그대가 국정을 맡고, 나는 제사만 맡겠소.”라고 제안했다. 영희가 이 말을 다

시 거백옥에게 전하자, 거백옥은 “저는 임금이 나가신 것을 들은 적이 없으니, 어찌 들어오시

는 것을 들을 수 있겠소?”라고 대답하고는 그 길로 국경을 벗어났다고 한다. 따라서 이제 상

술한 내용들을 토대로 공자의 거백옥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거백옥은 지도자가 道(도)를 

실천하는 인물이면 나아가 벼슬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벼슬을 그만뒀다는 뜻이 됨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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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렇다면 공자는 사어와 거백옥의 처세법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낫거나 더 못하다는 비교의 

의미로 이 말을 한 것일까? 그렇다면 공자는 정말로 사어와 거백옥의 처세법이 모두 나름대

로의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본 것일까? 이제 아래의 [논어] 구절에 나오는 자로의 발언은, 

공자의 최종 선택이 무엇이었는지 대변했다고 할 수 있다.

18-7: 자로가 (공자를) 따르다가 뒤쳐져, 노인을 만났는데, 지팡이를 짚고 삼태기를 메고 있었

다. 자로가 묻기를: “노인장께서는 (제) 스승을 보셨습니까?” 노인이 말하기를: “사지를 부지런

히 하지 않고, 오곡을 구분하지 못하니, 누가 스승이란 말인가!” 그 지팡이를 꽂고 김을 매었

다. 자로는 두 손을 가지런히 마주잡고 서 있었다. (노인은) 자로를 (자기) 집에 묵게 하고, 닭

을 잡아 기장밥을 지어 먹였으며, 그 두 아들을 만나게 했다. 다음날, 자로가 가서 (공자에게) 

고했다. 공자가 이르시기를: “은자로다.” 자로에게 돌아가 그를 만나보게 하였다. 갔더니, (노

인은) 곧 떠나버렸다. 자로가 말하기를: “벼슬을 하지 않는 것은, 의로운 일이 아니다. 장유유

서의 예절은, 없앨 수 없는 것이니; 임금과 신하의 의를, 어찌 폐할 수 있겠는가? 자기의 몸을 

깨끗이 하려다 큰 윤리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군자가 벼슬하는 것은, 그 의를 행하는 것이다. 

도가 행해지지 못함은, 이미 알고 있다.” 

子路從而後，遇丈人，以杖荷蓧。子路問曰: “子見夫子乎?” 丈人曰: “四體不勤，五穀不分，孰

爲夫子!” 植其杖而芸。子路拱而立。止子路宿，殺鷄爲黍而食之，見其二子焉。明日，子路行以

告。子曰: “隱者也。” 使子路反見之。至，則行矣。子路曰: “不仕無義。長幼之節，不可廢也; 

君臣之義，如之何其廢之? 欲潔其身而亂大倫。君子之仕也，行其義也。道之不行，已知之矣!”  

안성재(2013)

공자 역시 같은 취지에서 이처럼 말한 바 있다. 

18-6: 장저와 걸익이 밭을 갈고 있었다. 공자가 그들을 지나가다가, 자로에게 나루터가 어디에 

있는지 묻도록 했다. 장저가 말하기를: “수레 고삐를 잡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자로가 대

답하기를: “공구이십니다.” (장저가) 말하기를: “노나라의 공구인가?” (자로가) 말하기를: “그렇

습니다.” (장저가) 말하기를: “(그 사람은) 나루터를 안다!” 걸익에게 물었다. 걸익이 말하기를: 

“그대는 누구인가?” (자로가) 말하기를: “중유입니다.” (걸익이) 말하기를: “노나라 공구의 제

자인가?” (자로가)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걸익이) 말하기를: “도도히 흘러가니, 세상이 모

두 이러한데, 누가 그것을 바꿀 것인가? 사람을 피하는 士(사)를 따르느니, 세상을 피하는 士

(사)를 따르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러고는 씨앗 덮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자로가 가서 말

을 전하자, 공자가 크게 낙심하여 멍하니 있다가, 이르시기를: “조수와는 함께 무리를 지을 수 

없으니, 내가 이 사람의 무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누구와 함께 하겠는가? 천하에 도가 있으면, 

내가 (그대들과) 더불어 바꾸려 하지 않을 것이다!” 

長沮桀溺耦而耕。孔子過之，使子路問津焉。長沮曰: “夫執輿者爲誰?” 子路曰: “爲孔丘。” 曰: 

“是魯孔丘與?” 曰: “是也。” 曰: “是知津矣!” 問於桀溺。桀溺曰: “子爲誰?” 曰: “爲仲由。” 

曰: “是魯孔丘之徒與?” 對曰: “然。” 曰: “滔滔者，天下皆是也，而誰以易之? 且而與其從辟人

之士也，其若從辟世之士哉?” 耰而不輟。子路行以告，夫子憮然，曰: “鳥獸不可與同群! 吾非斯

人之徒與而誰與? 天下有道，丘不與易也!”  안성재(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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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공자는 또 다음처럼 자신의 소회를 밝힌 바 있다.

15-40: 공자가 이르시기를: “길(방법)이 같지 않으면, 함께 도모할 수 없다.” 

子曰: “道不同，不相爲謀。”  안성재(2013)

이와 관련하여, 먼저 다음의 기록을 살펴보자.

세상의 노자를 배우는 이들은 곧 유가사상을 배척하고, 유가사상 역시 노자를 배척한다. “도가 

같지 않으면, 함께 도모할 수 없다”고 하였으니, 그것은 이를 것이려니? 이이(노자)는 무위(억

지로 작위하지 않음)로 스스로 교화되고, 깨끗하고 고요함으로 스스로 올바르게 되도록 하였

다. 

世之學老子者則绌儒學，儒學亦绌老子。“道不同不相爲謀”，豈謂是邪？李耳無爲自化，清靜自

正。

[史記(사기)] <老子韓非列傳(노자한비열전)>  司馬遷(1959)

주지하다시피 司馬遷(사마천)이 위와 같이 언급한 이래로, 이 문장은 노자와 공자의 사상이 

상호배척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로 활용되어왔다. 그런데 노자와 공자가 말한 

도(道)는 사마천의 발언과 달리,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이 전혀 다른 별개의 것이 아니다. 이

제 여기서 공자가 하고자 한 말뜻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 구절도 함께 살펴

보자.

18-5: 초나라의 광인 접여가 노래를 부르고 공자를 지나며, 말하기를: “봉황이여, 봉황이여! 

어찌 덕이 쇠락했는가? 지나간 것은 간언을 할 수 없고, 올 것은 오히려 좇을 수 있으니. 그

만둘 따름이다, 그만둘 따름이다! 오늘날 정치에 종사하는 자들은 위험할지니!” 공자가 내려, 

그와 말을 하려 하였으나, 달아나서 피하니, 그와 말을 할 수 없었다. 

楚狂接輿歌而過孔子，曰: “鳳兮，鳳兮! 何德之衰? 往者不可諫，來者猶可追。 已而，已而!” 

今之從政者殆而! 孔子下，欲與之言，趨而辟之，不得與之言。 안성재(2013)

접여의 본명은 陸通(육통)이고, 접여는 字(자)이다. 楚(초)나라 昭王(소왕)때 나라가 혼란스러

워지자, 몸에 옻칠을 하여 문둥병자인 것처럼 꾸미고 또 머리를 풀어헤쳐 미치광이의 행색을 

하여 떠돌아다녔다고 한다. 이를 근거로 살펴보면, 접여는 “道(도)가 땅에 떨어지면 세상을 등

지고 떠난다는” 당시의 불문율을 따랐던 인물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 접여에게 공자는 

다가가 자신의 견해를 전달하고자 했지만, 접여가 달아나는 바람에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 따

라서 15-40의 “길이 같지 않으면, 함께 도모할 수 없다.”라는 말은 노자와 공자의 사상이 상

호배척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道(도)가 땅에 떨어지면 세상을 등지고 떠난다

는” 당시의 불문율을 따르지 않고 끝까지 세상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공자의 의지를 반

영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공자는 말에서 내려 자기의 가치관을 설명하려 한 것인데, 접



- 17 -

여는 그런 공자를 피해서 달아났으니 어찌 함께 일을 도모할 수 있었겠는가? 

이처럼 불문율을 따른 이들과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공자는 마치 물과 기름의 관

계처럼 결코 융화될 수 없었다. 다시 말해서, 공자는 ‘도’가 땅에 떨어지면 세상을 등지고 떠

나야 하는 것이 아닌, 끝까지 애써 바로 잡으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래서 또 

다음처럼 말하기도 했다.

16-11: 공자가 이르시기를: “선함을 보면 못 미칠 듯이 하고(아직 부족하여 따라가지 못하는 

듯 부지런히 노력하고), 선하지 못함을 보면 끓는 물에 손을 넣는 듯하다(선하지 못한 것을 보

는 것은 끓는 물에 손을 넣는 것과도 같이 위험하니 피한다). 나는 그런 사람을 보았고, 나는 

그런 말을 들었다! (세상에 도가 없으면) 은거함으로써 그 뜻을 구하고(자신을 온건하게 보존

하고), (세상에 도가 있으면) 의로움을 행함으로써 그 도에 이른다. 나는 그런 말을 들었지만, 

그런 사람을 보지 못했다.” 

孔子曰: “見善如不及，見不善如探湯。吾見其人矣，吾聞其語矣! 隱居以求其志，行義以達其

道。吾聞其語矣，未見其人也!”  안성재(2013)

이 구절은 두 부분으로 분리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앞부분을 보도록 하자. 이는 

常(상) 즉 변치 않고 부단히 노력하는 初志一貫(초지일관) 및 선하지 못함을 보면 피함으로써 

자기를 보호하는 태도를 뜻하는데, 공자는 그러한 말을 들었고 또 그런 사람을 친히 목도한 

바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뒷부분에서는 세상에 道(도)가 없으면 은거하여 자신을 보존하고 

세상에 道(도)가 있으면 의로움을 행한다는 말은 들어봤지만, 실제로 친히 목도한 적은 없다

고 하고 있으니, 이는 과연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일까? 

14-40: 공자가 위나라에서 경쇠를 치고 있었다. 삼태기를 등에 메고 공자의 집 문을 지나던 

사람이 있어, 말하기를: “마음에 뜻이 있구나, 경쇠를 치는 이여!” 이윽고 말하기를: “비속하

다, 땅땅 울리는 소리여!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이뿐일 따름이다. ([시경]에 이르지 않던

가?:) ‘깊으면, 곧 의뢰하고(곧 옷을 입은 채 건너고); 얕으면, 곧 높이 들리니(걷어 올리고 건

너리니)’라고.” 공자가 이르시기를: “과감하구나! 나무랄 것이 없도다.” 

子擊磬於衛。有荷蕢而過孔氏之門者，曰: “有心哉，擊磬乎!” 旣而曰: “鄙哉，硜硜乎! 莫己知

也，斯已而已矣。‘深，則厲; 淺，則揭。’” 子曰: “果哉! 末之難矣!”  안성재(2013)

[史記(사기)] <孔子世家(공자세가)>에 의하면 공자가 陳(진)나라에서 3년 머물다가 대략 60

세에 다시 衛(위)나라로 가자, 영공은 기뻐하여 교외까지 마중 나가서 공자를 반겼다고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영공이 늙고 정사에 게을러지자 자연스레 공자를 등용하지 않게 되

고, 이에 공자는 결국 위나라를 떠나게 되는데, 위 구절은 바로 이 시기에 발생한 일이다. 그

런데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이뿐일 따름이다.”라고 말한 의도는 다름 아닌 세상에 道(도)

가 없으면 떠나면 그뿐이라는 뜻이니, 이를 통해서 삼태기를 등에 멘 인물 역시 道(도)가 없

어서 세상에 드러내지 않은 은자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은자가 인용한 ([시경] 구

절의 ‘깊으면, 곧 의뢰하고(곧 옷을 입은 채 건너고)’; 얕으면, 곧 높이 들리니(걷어 올리고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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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리니)’는 다름 아닌 ‘세상에 도가 있으면 옷을 입은 채 건너서 다 젖듯이 정치에 깊이 관여

하지만, 세상에 도가 없으면 옷을 걷어 올리고 건너듯 피해서 몸을 사려야 한다.’는 뜻이 되

는 것이다. 역시 이와 관련하여 또 다른 구절을 살펴보자.

18-9: (노나라 악관의 수장인) 태사 지는, 제나라로 갔고; (식사 때 연주하는 벼슬인) 아반 간

은, 초나라로 갔으며; (식사 때 연주하는 벼슬인) 삼반 료는, 채나라로 갔고; (역시 식사 때 연

주하는 벼슬인) 사반 결은, 진나라로 갔으며; 북을 치는 방숙은, 하내 지역으로 들어갔고; 작은 

북을 흔드는 무는, 한중 지역으로 들어갔으며; (악관을 보좌하는) 소사 양, (돌로 만든 악기인) 

경쇠를 치는 양은, 해도 지역으로 들어갔다. 

大師摯，適齊; 亞飯干，適楚; 三飯繚，適蔡; 四飯缺，適秦; 鼓方叔，入於河; 播鼗武，入於漢; 

小師陽，擊磬襄，入於海。 안성재(2013)

이는 노나라의 道(도)가 땅에 떨어지자, 모두 나라를 떠나 세상을 등짐으로써 당시의 불문

율을 따랐다는 의미이다. 특히 굳이 樂師(악사)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한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예악제도라는 것이 禮(예)가 없어지면 樂(악) 역시 떠나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음

을 증명하려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에서 소개한 18-6의 長沮(장저)와 桀溺(걸익) 그리고 18-7의 노인 역시 모두 공자

에게 道(도)가 땅에 떨어졌으므로 세상을 떠나 은거하라고 권한 사람들이니, 공자는 그러한 

말을 들어봤다고 말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공자는 그랬던 사람들이 다시 세상에 몸을 드러

내 의로움을 행한 경우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는 점이다. 義(의: 의로움)는 계급상의 서열을 

명확하게 하고 그 서열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를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이다.1) 그런데 공

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자신의 위치에서 지켜야 할 바를 목숨을 걸고 지키는 의로운 사람

이 어찌 세상을 버리고 은거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는 백성들과 나라를 버리고 자기 한 

몸만 보존하려는 이기주의가 아니겠는가? 다시 말해서 공자는 여기서 은거하는 사람들의 처

세법을 완곡하게나마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니, 사실상 그는 道(도)가 땅에 떨어져도 끝

까지 세상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외친 것이다. 공자의 이러한 가치관은 18-7의 “벼슬을 

하지 않는 것은, 의로운 일이 아니다. 장유유서의 예절은, 없앨 수 없는 것이니; 임금과 신하

의 의를, 어찌 폐할 수 있겠는가? 자기의 몸을 깨끗이 하려다 큰 윤리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군자가 벼슬하는 것은, 그 의를 행하는 것이다. 도가 행해지지 못함은, 이미 알고 있다.”라는 

표현과도 일치하고 있으니, 공자가 왜 자로를 그토록 아꼈는지도 엿볼 수 있다. 

3. 나오면서

상술한 내용과 같이, 공자는 ‘도’가 땅에 떨어져도 끝까지 세상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외

쳤다. 그래서 공자를 올바로 이해했던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공자를 평가하기도 했다.

1) 안성재(2013) 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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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 자로가 석문에서 묵었다. 문지기가 말하기를: “어디에서 왔소?” 자로가 말하기를: “공

씨 쪽에서 왔습니다.” (문지기가) 말하기를: “안될 줄 알고도 하려는 사람인가?” 

子路宿於石門。晨門曰: "奚自?" 子路曰: "自孔氏。" 曰: "是知其不可而爲之者與?"  안성재

(2013)

석문은 당시 楚(초)나라에 있었던 지역이므로, 본문은 공자와 제자들이 초나라에 머물렀을 

때 발생한 일임을 알 수 있다. [史記(사기)] <孔子世家(공자세가)>에 따르면, 공자가 蔡(채)나

라에 머문 지 3년이 되는 63세일 때 吳(오)나라가 陳(진)나라를 공격했다. 楚(초)나라는 그런 

陳(진)나라를 돕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했는데, 마침 공자가 陳(진)나라와 가까운 蔡(채)나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를 초빙했다. 이에 공자가 초나라로 가려고 하자 陳(진)나라와 蔡(채)

나라 대부들이 두려워하여 공자를 포위했고, 공자 일행은 중간에서 식량까지 떨어지는 상황에 

봉착했다. 다행히 자공이 초나라로 가서 이 사실을 알리자 초나라가 군대 파견하여 풀려날 수 

있었고, 공자 일행은 무사히 초나라에 도착한 것이다.

그리고 둘의 대화를 통해서, 이 문지기는 분명 道(도)가 없어서 세상에 드러내지 않은 은자

였음이 틀림없다. 특히 “안 될 줄 알고도 하려는 사람인가?”라는 말을 통해서, 道(도)가 없으

면 세상을 떠나는 것이 당시의 불문율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공자는 오

히려 적극적으로 세상을 바꾸고자 노력했으니, 그렇다면 그는 당시의 불문율을 반대했던 것일

까? 18-8에서 “나는, 곧 이들과 달라서, 가함도 없고 불가함도 없다.”라고 말했지만, 14-33에

서는 “감히 사람들을 홀려서 아부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힘을 다해서 안정시키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여 자신의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공자에게 있어 이 문제는 

맞거나 틀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두 가지 태도 모두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본 것임을 알 

수 있다. 

다만 굳이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면, 16-11의 “은거함으로써 그 뜻을 구하고, 의로움을 행

함으로써 그 도에 이른다. 나는 그런 말을 들었지만, 그런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말과 18-7

에서 “벼슬을 하지 않는 것은, 의로운 일이 아니다. 장유유서의 예절은, 없앨 수 없는 것이니; 

임금과 신하의 의를, 어찌 폐할 수 있겠는가? 자기의 몸을 깨끗이 하려다 큰 윤리를 어지럽히

는 것이다. 군자가 벼슬하는 것은, 그 의를 행하는 것이다. 도가 행해지지 못함은,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한 자로가 공자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니, 결국 공자는 道(도)가 

땅에 떨어져도 끝까지 세상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외쳤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 말

로 그친 게 아니라, 안될 줄 알고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의로움을 몸소 실천하는 진정 용기 

있는2) 인물이었다. 공자가 위대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 아닐까? 

2) 안성재(2013), 1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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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修辭的 접근을 통한 孔子의 不文律에 대한 입장 고찰｣에 대한 토론문

신의선(가톨릭대)

몸을 떠나 가상 공간으로 진입하여 비대면과 익명의 소통을 빈번히 이어가는 요즈음, 각자의 

윤리 의식과 도덕적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엄밀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자

가 강조한 愼言과 그것의 실천 덕목으로 발휘되는 修辭 역량의 중요성을 더욱 절감합니다.

그간 동양의 수사적 자취를 부단히 탐색해 오신 안성재 선생님과 유재성 선생님의 옥고를 접하

면서, 논어, 사기, 역경, 예기 등의 문헌 속에 두루 녹아들어 있는 공자의 사상을 되짚어 보는 기

회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대업 성취의 바탕이 되는(居業)” “말을 잘 닦아서 그 誠意를 마음속에 

바로 세우기(修辭立其誠)”를 강조했던 공자가, 우리에게 건네고자 했던 수사적 메시지가 무엇인

지를 재차 새기게 됩니다. 아마도 그것은 모든 언사를 허울뿐인 언사로만 남기지 않고, 말에 담

긴 뜻까지 내면화하여 현실 속으로 뛰어들어가 이타적 삶을 위한 仁의 이행에 몸소 임하기를 당

부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발표문 전체에 관통하고 있는 공자의 이러한 실천행이 크나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은, 실천 

없이 공허하게 떠다니는 무수한 말들이 우리의 일상을 채우고 있지 않나하는 성찰을 하도록 이끌

기 때문입니다.

제 학문적 역량의 일천함 위로 이어진 이 성찰의 과정 속에서 떠오른 의문점을 여쭤봄으로써, 

부족하나마 토론자로서 나선 금일의 책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1. 공자의 몸 - 隱居와 周遊天下 사이

본 발표문에서는 나라에 도가 있을 때[邦有道의 治世]와 도가 없을 때[邦無道의 亂世]에 마땅

한 처세[不文律]에 관한 공자의 입장을 살피고 있는 바, 이를 위해 그와 제자들이 여러 은자들을 

만나 나눈 대화를 소개하고, 은자들이 君臣의 義를 행하여 道의 경계로 나아가도록 “안 될 줄 알

면서도 설득하는 데(是知其不可而爲之者與)” 힘썼던 공자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

당 담화에서 엿볼 수 있는 공자의 행보에 대해 다음의 의문을 갖게 됩니다.

�사기�의 ｢공자세가｣에 따르면, 은자 長沮와 桀溺을 마주쳤던 시기, 공자는 진나라와 채나라 

대부들의 모략을 피해 전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다산의 고금주 내용을 

함께 고려할 때, 걸익이 공자를 두고서 ‘세상을 피하는 선비(辟世之士)’가 아니라, ‘사람을 피하는 

선비(辟人之士)’라고 표현한 것 역시 그러한 연유로 파악됩니다.

이를 이어 후술된 “조수와 함께 무리지어 살 수 없다(鳥獸不可與同群)”라는 공자의 표현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사람이 사람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노릇이므로 (사람을 피하든, 세상을 피하든) 

공생을 위한 사회적 실천을 외면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를 피해 자신의 몸을 보전하려는 행위

에 대해 공자는 마뜩치 않게 여긴 것으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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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나라에 도가 행해지지 않아[邦無道] 혼탁함이 가득 넘친다[滔滔]고 해서, 공자 또한 모

략을 피해 전전하고, 노나라를 떠나 천하를 주유하는 데에 자신의 몸을 실었던 것을 상기시킨다

면, 언뜻보기에 공자의 이러한 모습도 결국 자신의 몸을 보전하기 위한 辟世이자 동시에 辟人의 

행위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즉 “각자 자신만 깨끗하다며 은둔만 고집하는 은자들의 고루한 태도

를 미워했던(疾固也)” 공자였지만, 그의 행보 또한 은자들의 그것[隱居以求其志]과 별반 다르지 

않은 듯이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나라에 도가 있든 없든, 자기를 알아주는 이가 있든 없든 그 상황을 피할 것이 아니

라, 도리어 그러한 有無의 판단을 넘어 ‘처하게 되는 상황과 환경에 맞게’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소임을 다할 때, 비로소 공자 자신이 강조한 義를 행하여 진정한 道로 나아가는 일이 아닌가 하

는 생각이 스치기 때문입니다. 그가 스스로 언급하였듯, 구태여 ‘辟世 내지 辟人’의 행위를 하지 

않고서도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언행을 삼가면서[邦有道, 危言危行. 邦無道, 危行言孫] 仁義의 도

리를 다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심지어 이는 정치적 이상을 실현시키고자 했던 공자의 ‘욕망’이 그로 하여금 노나라를 스스로 

떠나게 한 것은 아닌가하는 의문을 함께 빚어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자의 모습 속에 어떠한 뜻이 숨어 있는지 혹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온당할지 고견

을 청합니다.

2. 공자의 욕망 - ‘意, 必, 固, 我’의 유무

이러한 의문과 동시에, 문헌으로 전해오는 공자 삶의 궤적에는 분명 제자들에게 불문율과 관련

하여 시의에 따른 처세와 실천을 몸소 보이고 가르쳤던 자취가 있음을 거듭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령 “나라에 도가 있으면 자신을 드러내 벼슬하고, 없으면 숨어야 한다(天下有道則見, 無道則

隱)”(｢泰伯｣, 제8-13)고 가르치거나, 안연과의 대화 가운데 “나를 써주면 도를 행하고, 나를 버리

면 은둔한다(用之則行, 舍之則藏)”(｢述而｣, 제7-10)고 자평한 것이 그러합니다.

공자가 이와 같이 유연한 태도를 보일 수 있었던 바탕에는 그에게 네 가지 욕망 ―즉, 어떤 일

에 대해 사사로운 억측을 일으키지 않고, 무리하게 자신의 뜻을 강요하려는 마음도 없었으며, 융

통성 없이 고집만을 내세우려는 마음이 없었고, 자신이 아니면 안 된다는 아집이나 자신의 안위

만을 챙기는 이기심이 없었기 때문(“子絶四, 毋意, 毋必, 毋固, 毋我.”(｢子罕｣, 제9-4))으로 사료

됩니다.

나아가 이들 욕망을 통제할 수 있었기에, 그가 스스로를 “可한 것도, 不可한 것도 없다(無可無

不可)”(｢微子｣, 제18-8)고 중용의 자리에 위치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군신의 의를 행하는 일[行義]에 있어, “길(방법)이 같지 않으면, 함께 도모할 수 없다(道

不同, 不相爲謀)”고 천명한 대목은 오히려 “毋意, 毋必, 毋固, 毋我”의 모습에서 멀어진 태도가 

아닌지 의아함을 갖게 되는 바, 이에 대해서도 선생님의 고견을 청합니다.

  

저의 얕은 배움에서 비롯된 이들 의문에도 불구하고, 일생에 걸쳐 사회적 실천의 진실한 의미

를 전했던 공자의 가르침이 자기 안위만을 모색하는 분위기가 농후해진 오늘날에, 곳곳마다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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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울림으로 다가가길 바라는 마음이 짙게 올라옵니다.

그 과정에 연구의 토대를 부단히 다져주시고 계신 두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리며, 이상으

로 저의 부족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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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계(退溪) 이황(李滉)의 수심(修心)·수신(修身)·수사(修辭)

나민구(한국외대)

1. 서론

‘맘’은 ‘마음’의 축약어로서 ‘몸’과 조응하며 형태론적으로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 ‘맘’과 ‘몸’의 

어원은 ‘’이다. ‘ㅁ’ 자음에 ‘ㅏ’나 ‘ㅗ’모음을 덧붙이고 ‘ㅁ’을 받침해서 만든 단음절어이다. 이 

두 어휘에 해당하는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도 같은 어원을 갖는다. 어원이 같다는 것은 ‘맘’과 ‘몸’

은 하나의 같은 모체에서 서로 따로 분리하여 도생해 나온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맘과 몸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생성된 어휘가 바로 ‘말’이다. 마음의 작용과 몸의 작용이 서로 어우러진 상태

에서 말이 발설되어 나온다. 그렇다면 맘, 몸, 말은 서로 강한 힘에 의해 뭉쳐서 유기적으로 긴밀

하게 연결되어 한 덩어리의 공동체이다.1)

퇴계(退溪) 이황(李滉)(1501-1570)은 조선시대 유학자로서 중국 송(宋)나라 주자(朱子)의 성리

학 (性理學)2) 전통을 계승하여 이기론(理氣論)3)과 사단칠정(四端七情)4)의 문제를 더욱 심화 발전

시켰으며, 율곡 이이와 더불어 한국을 대표하는 유학자로 자리매김하였다, 그의 학문은 일본에 

상당한 영향을 주어 일본이 도리어 ‘퇴계학’ 연구의 중심이라 할 정도이며, 朱熹(주희)를 朱子(주

자)로 칭하듯 이황을 이자(李子)로 칭했다. 그의 철학과 삶은 지행병진 (知行竝進)5)과 경(敬)6) 사

상을 바탕으로 한다. 항상 몸을 바로세우고 삼가고 경계(警戒)하며 방종하지 않는 정신 수양을 

견지했고, 자연과 상응하며 운동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므로 그의 삶 자체가 유가적 삶의 모델이

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퇴계의 맘과 몸의 수양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김봉건(2010)은『성

학십도(聖學十圖)』에 나타나는 마음(心)의 구조를 분석했고, 강보승 (2015)은 『성학십도(聖學十

圖)』가 함의하고 있는 수양론의 구조와 그 실천 내용을 조망했으며, 김부찬(2011)은 퇴계의 겅

1) 힐링의 차원에서 몸·맘·말의 수양을 고찰한 나민구(2014:90) 참고.

2) 중국 송나라 때의 유학의 한 계통으로, 성명(性命)과 이기(理氣)의 관계를 논한 유교철학.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3) 이(理)와 기(氣)의 원리를 통해 자연·인간·사회의 존재와 운동을 설명하는 성리학의 이론체계. 우리나라에

서는 고려 말 주자학의 영향으로 이기론이 등장한 이후 이황(李滉)·이이(李珥) 등에 의해 보편적 사회사

상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理)를 더욱 중요시한 이황은 이와 기(氣)의 차별성, 즉 ‘이기불상잡(理氣不

相雜)’을 강조하는 주리론(主理論)을 편 데 반해, 이이는 이를 객관적 실재라기보다는 기의 법칙성으로 

이해하여 이와 기의 통일성, 즉 ‘이기불상리(理氣不相離)’를 강조하는 주기론(主氣論)을 전개하여, 이후 

성리학의 커다란 두 흐름으로 계승·발전되었다. 『두산백과』

4) 성리학(性理學)의 철학적 개념 가운데 하나. 사단(四端)은 인간의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씨 즉 선천적

이며 도덕적 능력을 말하며, 칠정(七情)은 인간의 본성이 사물을 접하면서 표현되는 인간의 자연적인 감

정을 말한다. : 측은지심(惻隱之心), 수오지심(羞惡之心), 사양지심(辭讓之心), 시비지심(是非之心). 칠정은 

『예기(禮記)』의 「예운(禮運)」과 『중용(中庸)』에 나오는 말로 ‘기쁨(희 喜), 노여움(노 怒), 슬픔(애 哀), 두

려움(구 懼), 사랑(애 愛), 미움(오 惡), 욕망(욕 欲)등이다. 『두산백과』

5) 앎과 삶이 같이 간다는 뜻으로 퇴계는 “참다운 진리(眞知)와 실천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 하나가 없어

도 안 되며 사람의 두 다리와 같아 서로 의지하여 함께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했다.

6) 유가사상에서 강조되는 도덕적 정신으로 대체로 공경함(恭)·엄숙함(肅) 또는 삼가다(謹愼)라는 뜻이다.  풀

이된다. 한자 ‘敬(경)’은 ‘다소곳이 꿇어 앉아 비는 사람’을 상형(象形)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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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敬)사상에 나타나는 몸의 문제를 고찰했다. 퇴계가 일생 동안 병마에 시달리며 이를 물리치기 위

해 연마한『활인심방(活人心方)』에 대하여 손홍렬(2004)의 양생의 시각에서 분석한 연구와 이동건·

김남희(2008)의 6자결 기공연구가 있으며, 박정련(2009)은 퇴계의 시「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을 

감정치유에 활용하자고 제안하였다. 한편, 퇴계의 후학들이 그의 언행록을 모아 『퇴계선생언행록

(退溪先生言行錄)』을 집필하였으며 김언중(1996)이 그 집필과정과 내용을 설명하였다. 한국을 대

표하는 대학자 퇴계의 철학사상과 수련에 대한 다방면 많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으며 지금도 

다양한 층위에서 그 연구를 활발히 진척시키고 있다.

바야흐로 ‘퇴계학’은 한국 그리고 일본을 넘어 전 세계적인 학문으로 뻗어나가고 있다. 서울 명

륜동에 위치한 ‘사단법인 퇴계학연구원(www.teogye.org)은 사단법인 퇴계국제학회, 퇴계학진흥회 

등과 연계하여 꾸준히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논문집을 발간하고 있다. 최근엔 퇴계 시를 가사

로 하는 노래를 영어로 번역하여 K-Pop 한류 전파에도 한 몫을 하고 있다.7)

본고는 퇴계의 맘과 몸 수양을 바탕으로 발화하는 말이 현실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 그 수사학

적 맥락을 탐구하고자 한다. 맘을 닦은 수심(修心)과 몸을 닦는 수신(修身)을 기반으로 퇴계의 일

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말 닦음 즉 수사(修辭)의 면모를 구체적인 사례 관찰을 통해 살펴본다. 이

는 막연히 동양인은 유학(儒學)의 영향을 받아 말을 조심하고 침묵을 덕으로 삼는다는 통념에 대

하여 그 유가적 작동원리를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이다. 아직은 미증유(未曾有)의 초보적 단

계이지만  유가철학과 그 삶이 추구했던 수사(修辭)적 전통을 이해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

다.         

2. 수심(修心) - 『성학십도(聖學十圖)』 

『성학십도』는 퇴계가 68세 되던 해(1568) 12월에 성학(聖學)의 중심내용을 추려 10개의 도와 

도설에 집약시켜 그림으로 그린 것이다. 선조가 어린 나이로 임금이 되어 퇴계에게 경연(經筵)8)

을 부탁하자 당시 퇴계는68세의 노령이라 직접 상경하지는 못했지만 『성학십도(聖學十圖)』를 올

리는 서문 「진성학십도차「進聖學十圖箚」)」를 바치며 어린 왕이 성군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

음을 표현했다. 그때까지 퇴계가 이룬 학문과 지혜를 모아 10개의 그림을 도설(圖說)로 간결하게 

집약시켰다. 『성학십도(聖學十圖)』는 형식면에서 ’레토릭의 관점에서 볼 때 훌륭한 상소문(上疏

文)’이며 내용면에서 조선 시대 학문의 정점에 선 노학자 퇴계 철학의 최고봉이라고 볼 수 있다. 

『성학십도(聖學十圖)』10개의 도표 가운데 7개의 도표는 옛 현인들 것에서 골랐고, 나머지 3개

의 도표는 이황 스스로 작성하였다. 현인들이 만든 7개의 도표 가운데 「심통성정도」(心統性情

圖)」는 원나라 유학자 정복심(程復心)9)이 작성한 도표에 2개를 더했으며 퇴계는 여기서 사단칠정

7) “김종성 교수, 퇴계 '도산십이곡 陶山十二曲' 영어 노래로 재탄생 시켜 : 도산십이곡)을 노래로 만들어 

국민에게 전달해달라는 퇴계 이황 선생의 유지를 받들어 2018년에 도산십이곡을 작곡한 이후, 3년 동안 

충남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이사미 교수와 함께 영어로 번역하여 지난 1월에 영어 악보를 완성했다.”  

『메디파나뉴스』 (2021-07-23 09:48)

8) 고려ㆍ조선 시대에, 임금이 학문이나 기술을 강론ㆍ연마하고 더불어 신하들과 국정을 협의하던 일. 

9) 원(元)나라 때 유학자인 임은(林隱) 정복심(程復心)은 주희(朱熹)의 『사서집주(四書集註)』 등을 도표를 통



- 27 -

(四端七情)과 이기론 (理氣論)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퇴계는 「소학도(小學圖)」, 「백록동규도(白鹿洞規圖)」, 「숙흥야매잠도(夙興夜寐箴圖)」를 직접 제

작하였으며 제1도에서 제10도까지 경 敬의 의미를 일관되게 설명하였다. 대부분의 도표에서 앞

부분에 경서(經書)와 주희(朱熹) 및 그 밖에 여러 성현의 글 가운데 적절한 내용을 인용한 뒤 이

황 자신의 이론을 기술하였다.

제1도에서 제5도까지는 “천도(天道)에 기본을 둔 것으로, 그 공과(功課)는 인륜(人倫)을 밝히고 

덕업(德業)을 이룩하도록 노력하는 데 있다”는 내용을 주를 이룬다. 제6도에서 제10도까지는 “심

성(心性)에 근원을 둔 것으로, 그 요령은 일상생활에서 힘써야 할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높이는 데 있다.”고 하였다.10)

2.1 상소문 『진성학십도차(進聖學十圖箚)』 

일찍이 선조에게 상소문『무진육조소 戊辰六條疏』를 한 차례 올리고 경연(經筵)도 여러 차례 했

던 퇴계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선조에 대해서 성군이 되기를 바라는 우국충정(憂國衷情)을 

담아 또 다시 상소문을 올리게 되었다. 이러한 글을 올리게 된 경위와 심정이 『성학십도(聖學十

圖)』의 원명(原名)인 『진성학십도차(進聖學十圖箚)』 (성학십도를 올리는 상소문)에 잘 나타나 있

으며 제갈량(諸葛亮)의 출사표(出師表)11)에 버금가는 수사학적인 연구 가치를 지닌다.

(1) “...... 신은 지극히 어리석고 비루한 사람으로 여러 왕조에 걸쳐 입은 국은(國恩)을 잊어버

리고, 농촌에 파묻혀 조목과 함께 썩을 것을 기약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보잘 것 없는 신의 

이름이 세상에 잘못 알려져 전하의 부름을 받고 강연(講筵)의 막중한 자리에 앉게 되니, 떨리고 

황공하여 사양하려고 하여도 이를 회피할 방도가 없는 지금의 실정입니다. 외람되게도 성학(聖學)

을 권도(勸導)하고 전하의 덕을 보양(輔養)하여 요순(堯舜)의 시대와 같은 융성한 치적을 이룩하

도록 하여야 할 책임을 감당할 수 없다고 사양한다 하여도, 이러한 사양에 대하여 어찌 전하의 

허락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돌이켜 생각하면, 신은 학술이 아주 보잘 것 없을 뿐만 아니라, 말 

주변도 서투른데다가 나쁜 질병에 걸려 계속 앓았기 때문에 시강(侍講)도 자주 못하였고 그나마 

해 설명한 책 『사서장도(四書章圖)』를 남겼고 이는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침.  

10) 각 도표의 대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⓵「태극도」(太極圖)」 우주의 궁극 존재인 태극에서 음양·오행

을 거쳐 인간과 만물이 생성되어 나오는 과정을 제시. 주자 朱子는 이 도설을 “도리의 큰 두뇌가 되는 

것이요 백세 도술의 연원”이라고 함. ⓶「서명도」(西銘圖)」 상도는 하나의 이 理가 사물에 따라 나뉘어 나

타나는 것을 변별하는 것이고, 하도는 어버이를 극진히 섬김으로써 하늘을 섬기게 되는 도리임. 「서명」은 

천지·만물과 일체를 이루는 원리로서 인 仁의 본체를 설명. ⓷「소학도」(小學圖)」 『소학』은 유학을 배우는 

입문서로서 오륜의 유교 규범과 그 실천 방법을 제시. ④「대학도」(大學圖)」 3강령과 8조목을 중심으로 

체용 體用과 지행 知行의 구조 및 공부와 공효의 실현과정을 제시. ⑤ 「백록동규도」(白鹿洞規圖)」 오륜 

五倫의 규범과 ‘학 學·문 問·사 思·변 辨·행 行’에 따른 ‘窮理·수신·처사·접물’의 학문 요령을 제시. ⑥ 

「심통성정도」(心統性情圖)」 퇴계의 사단칠정 四端七情에 대한 해석이 집약되어 있는 것으로, 조선 후기

에 가장 활발한 토론의 대상이 됨. ⑦「인설도」(仁說圖)」 사덕 四德의 근본이 되는 인의 의미와 실현 양

상 ⑧「심학도」(心學圖)」 ‘心’과 ‘敬’을 도의 상하의 두 중심으로 삼으며, 心學이 敬을 근본으로 하는 것

임. ⑨「경재잠도」(敬齋箴圖)」 ‘심’을 도의 중심에 놓고 인간의 모든 행동 속에서 경을 실천하는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⑩「숙흥야매잠도」(夙興夜寐箴圖)」 ‘경’을 도의 중심에 놓고 새벽부터 밤까지 모든 순간마

다 경으로 일관하도록 함.『성학십도(聖學十圖)』내용은 규장각(奎章閣) 도서 및 『퇴계집(退溪集)』 참고.

11) 중국 삼국 시대에, 촉나라의 재상 제갈량이 출병하면서 뒤를 이을 왕에게 적어 올린 글. 우국(憂國)의 

내용이 담긴 명문장으로 유명하다.



- 28 -

겨울철 이후부터는 완전히 중지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신의 죄는 만 번 죽어도 마땅하다고 생각

되어 근심스럽고 송구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당초에 신이 글을 올리고 학문을 논한 내용들은 전하께 천의(天意)를 감동시키도록 하지 못하

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전하께 여러 번 올린 말씀도 전하께서 의도하시는 일에 도움

을 드리지 못하였으니, 미력한 신의 간절한 정성만으로는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알지 못하겠습니

다. 오직 옛 현인과 군자(君子)들이 성학을 밝히고 마음을 다스렸던 방법을 후현(後賢)들이 알아

내어 도표(圖表)를 그리고 설명을 붙여서 사람들에게 ‘진리에 들어가는 문’과 ‘덕(德)을 쌓는 기

초’를 보여주었던 것이 오늘날 세상에 전하여져서 해와 별 같이 밝은 것으로 생각하여, 이에 감

히 옛날 왕들이 이 같은 공송(工誦)과 기명(器銘)의 의미에 영향을 받았다는 말씀을 전하께 드리

려는 것뿐입니다. 대저 옛 성현들로부터 중요한 교훈을 빌어서 훗날 유익하도록 하려는 것입니

다......”12)

이 글에는 어린 선조를 극진히 걱정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이덕치민(以德治民)’ 즉 덕으

로써 백성을 다스리기를 호소하는 파토스(Pathos)가 서려있다. 여러 차례 상소를 했던 바, 연로

한 자신의 극한 상황 속에서 미력하나마 끝까지 도움이 되고자 했던 임금의 향한 퇴계의 지순한 

설득력이 드러난다.          

2.2 「경재잠도(敬齋箴圖)」 

퇴계의 맘 수양 즉 수심(修心)의 요결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퇴계 수양론의 초점은 바

로  경(敬)이며 일상생활에서의 맘가짐에서 요구되는 구체적인 실천 강령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일찍이 주자(朱子)의 『경제잠(敬齋箴)』을 참고했다.13)  

(2) “衣冠을 바르게 하며, 그 보는 눈매를 존엄하게 하라. 마음을 침잠하게 하여 上帝를 대하

듯 居하여라. 발은 반드시 무겁게 놓을 것이며, 손은 반드시 공손하게 쓸 것이다. 땅을 밟을 때

는 반드시 가려 밟되, 개미집도 피하여 돌아가라. 문을 나설 때는 큰 손님을 뵈옵는 것과 같이 

하며 일을 할 때는 제사 지내는 것같이 하되, 조심조심하여 혹시라도 안이하게 처리하지마라. 입

을 다물기를 병(甁)과 같이 하고 뜻을 방비 하기는 성(城)과 같이 하라. 성실히 하여 혹시라도 가

벼이 하지 말라. 서쪽으로 간다하고 동쪽으로 가지 말며, 북쪽으로 간다하고 남쪽으로 가지 말라.

일을 당하면 오직 거기에만 마음을 두고 다른 데로 좇지 않게 하라. 둘로 마음을 두 갈래로 내지 

말고, 셋으로 마음을 셋으로 내지 말라. 마음을 오로지 하나로 하여 만 가지 변화를 살펴볼 것이

다...” (『국역퇴계집1』:155p)14)    

12)“...臣以至愚極陋。辜恩累朝。病廢田里。期與草木同腐。不意虛名誤達。召置講筵之重。震越惶恐。辭避無

路。 旣不免爲此叨冒。則是勸導聖學。輔養宸德。以期致於堯舜之隆。雖欲辭之以不敢。何可得也。 顧臣學

術荒疎。辭辯拙訥。加以賤疾連仍。入侍稀罕。冬寒以來。乃至全廢。臣罪當萬死。憂慄罔措。 臣竊伏惟念

當初上章論學之言。旣不足以感發天意。及後登對屢進之說。又不能以沃贊睿猷。微臣悃愊。不知所出。 惟

有昔之賢人君子。明聖學而得心法。有圖有說。以示人入道之門。積德之基者。見行於世。昭如日星。玆敢

欲乞以是進陳於左右。以代古昔帝王工誦器銘之遺意。庶幾借重於旣往。而有益於將來。...” 『진성학십도차

(進聖學十圖箚)』

13) 한자 ‘재(齋)’는 ‘재계하다, 언행을 삼가다’라는 뜻이고 ‘잠(箴)’은 ‘경계하다’라는 뜻이다. 

14) 李滉,『聖學十圖』, 第九敬齋箴圖, 「敬齋箴」. “正其衣冠尊其瞻視. 潛心以居對越上帝. 足容必重手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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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흐트러트리지 말고 걸음걸이 단정하게 하고, 사람을 맞을 때는 손님 맞듯이 공손하게 

대하며, 일을 할 때는 제사지내듯 바르고 정중히 하라고 가르친다. 또한 정신을 한 곳에 모아 집

중하여 여러 갈래로 나뉘게 하지 말 것이며 마음을 한 곳으로만 모은 다음 다른 변화를 관찰하라

고 강조하고 있다. 말하기에 대한 매우 간단한 지침도 나오는데 퇴계 수사(修辭)의 요체를 담은 

핵심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 “입은 병과 같이 다물다”라는 것은 말을 매우 조심하고 삼가라는 비

유(比喩)이며 “ 서쪽으로 간다하고 동쪽으로 가지 말며, 북쪽으로 간다하고 남쪽으로 가지 말라”

는 것은 진실만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도덕성을 상징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2.3 「숙흥야매잠도(夙興夜寐箴圖)」

맘가짐을 공고히 한 새벽에 잠에서 깨어 밤에 다시 잠들기 까지 하루일과의 예시를 들었다.15)

이는 맘 수련과 동시에 수발되는 몸 수련의 구체적인 발현이자 방법론이다. 한 치의 어김없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기상 후 맘 정리, 몸단장과 독서, 성현의 가르침에 대한 반성, 예의범절에 따른 

행동과 휴식 그리고 취침에 이르기 까지 오로지 경(敬)의 취지에 맞게 수행하는 일과로 빈틈없이 

짜여 있다.  

(3) “닭이 울어 깨게 되면 이것저것 생각이 차차 일어나게 되니 어찌 그 동안에 고요하게 마음

을 정돈하지 아니하리오. 때로는 과거의 허물을 반성하며, 때로는 새로 얻은 것을 생각해 내어, 

절차와 조리를 요연 (暸然)하게 알아 두어라. 근본이 서게 되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고 

빗질하고 의관을 단정히 하고 앉아 얼굴빛을 가다듬고 나서, 이 마음을 이끌기를 마치 돋아 오르

는 해와 같이 밝게 하여, 엄숙하고 가지런히 하면, 허명(虛明)하고 고요해 질 것이다. 이때 책을 

펴서 성현을 대하게 되면, 공자께서 자리에 계시고 안자(顔子)와 증자(曾子)가 앞뒤에 있을 것이

다. 성현이 말한 것은 고분고분 공손히 듣고, 제자들이 문변(問辨)한 것은 반복하여 참고하고 바

로 잡을 것이다. 일이 이르면 응하고, 곧 가르침을 시험해 본다. 天理가 혁연(赫然)해질 것이니 

항상 눈을 여기에다 두어라. 일에 응하고 나면 곧 나는 禮(예)와 같아질 것이니 마음을 고요하게 

하여 정신을 모으고 잡념을 버려라. 동과 정이 순환할 때에 오직 마음이 이것을 볼 것이니, 조용

할 때는 보존하고 움직일 때는 살펴서 정신을 둘로 나누지 말고 셋으로 나누지 마라. 글을 읽다

가 여가를 틈타서 간간이 유영(遊泳)을 하여 정신을 가다듬고 정성(情性)을 휴양하여라. 그리고 

날이 저물고 권태 로와 지면 어두운 탁기가 쉽게 타고 들어오니, 재계(齋戒)하고 정제하여 정신

을 맑게 하여라. 밤이 오게 되면 잠자리에 드는데 손을 가지런히 하고 발을 모으며 사유를 하지 

말아야 심신(心神)이 자리를 잡고 머무를 것이다. 밤기운(夜氣)을 길러 나가라. 정(貞)하면 원(元)

에 돌아오니, 생각을 여기에 두고 또 여기에 두어 밤낮으로 꾸준히 계속하라... ”(『국역퇴계집

1』:157-158)16)

必恭. 擇地而蹈折旋蟻封. 出門如賓承事如祭戰戰兢兢罔敢或易.守口如甁防意如城洞洞屬屬罔敢或輕. 

不東以西不南以北. 當事而存靡他其適. 弗貳以二弗參以三. 惟心惟一萬變是監. 從事於斯是曰持敬.”
15) ‘숙흥(夙興)’은 ‘일찍 기상하기’ ‘야매(夜寐)’는 ‘밤늦게 잠자리에 들기’라는 뜻이다. 

16) 李滉,『聖學十圖』, 第十夙興夜寐箴圖,「夙興夜寐箴」. “鷄鳴而寤思慮漸馳. 盍於其間澹以整之. 或省舊愆或

紬新得次第條理瞭然黙識. 本旣立矣昧爽乃興盥櫛衣冠端坐斂形. 提掇此心皦如出日. 嚴肅整齊虛明靜一. 乃

啓方冊對越聖賢夫子在坐顔曾後先. 聖師所言親切敬聽弟子問辨反覆參訂. 事至斯應則驗于爲. 明命赫然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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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학십도(聖學十圖)』는 어린 임금 선조가 공부해야 할 학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미래를 걱정하

며 바치는 상소문(上疏文) 형식의 절절한 충언이다. 서문에 해당하는『진성학십도차(進聖學十圖

箚)』에는 이러한 퇴계 일생일대의 전 학문에 걸친 지혜와 지식이 담겨져 있으며 이는 곧 맘과 몸

을 꾸준히 수행하라는 가르침이다.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론이 바로「경재잠도(敬齋箴圖)」와 「숙

흥야매잠도(夙興夜寐箴圖)」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성학십도(聖學十圖)』는 바로 수신(修身)으로 

실천되는 修心(수)을 통한 덕치의 실행을 상소한 것이다.

3. 수신(修身) - 『활인심방(活人心方)』

  

퇴계는 유학자이지만 수신(修身)을 위하여 도교의 양생사상을 바탕으로 한 의학서적『활인심방

(活人心方)』을 저술하였다. 평생 많은 병에 시달리면서도17) 학문에 힘쓰고 중요한 저술을 남겼으

며 동시에 여러 차례 중요한 관직에 부임하였다. 그러나 죽을 고비를 겪는 등 그를 괴롭힌 병마

를 극복하기 위하여 몸 수련에 대한 연구와 단련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활인심방(活人心方)』은 명(明) 태조 주원장(朱元璋)의 16째 아들인 주권(朱權 1378-1448)이 

편집한 양생서『활인심(活人心)18)을 필사 (筆寫)하여 만들었고 평생 수신(修身)하였으며 당시 선비

들도 양생 수련의 교본으로 삼아 몸과 마음을 다스렸다. 양생(養生)19)이란 몸과 마음을 단련하여 

건강하게 생활하고 장수하기를 꾀하는 사상이다. 『활인심(活人心)』은 마음이 모든 병의 근원이라

는 근본 원리 아래 마음을 다스려 기를 갖추고 기름으로써 건강을 지키고 생명력을 유지시키는 

몸 수련이지만 맘 수련과 직결되어 있는 양생법이다.20)

그 세부 내용으로 중화탕(中和湯), 화기환(和氣丸)이라는 상징적인 약의 복용과 칠정 (七情)을 

다스리는 마음 건강 증진법을 담고 있다. 또 좋은 음악을 듣는 등의 정서적인 안정, 술과 음식을 

절제하며 욕심이 없는 생활의 실천 등 바른 생활의 덕목으로 44가지 방법을 제시하였고, 적당한 

운동법으로서 도인법(導引法)21), 거병연수육자결(去病延壽六字訣), 사계절 수련법, 장부(臟腑) 운

동법, 연정법(煉精法), 보양정신법(保養精神法) 등 6가지의 기공(氣功) 수련법을 제시하였다.

『활인심방』에서 제시하는 수련방법의 특징은 마음과 육체를 아우르는 심신일여 (心身一如)의 

건강법이며, 일생생활 속에서 묵상하며 실천할 수 있는 어렵지 않은 방법이다. 6 가지의 기공 동

작도 모두 과격한 동작이 아니라 앉거나 누워서 하는 수련방법이다. 또한 참동계(參同契)22)와 내

단(內丹)23)에 대한 언급도 나온다.24)     

目在之.事應旣已我則如故方寸湛然凝神息慮. 動靜循環惟心是監靜存動察勿貳勿參.”  

17) 손홍렬(2004: 622-623)은 연보와 가서(家書)에 보이는 퇴계의 질병관계 기사를 소개하였다.

18) 주권(朱權)은 화타(華陀 ?-208)와 손사막(孫思邈 581-682) 등의 견해와 고대 호흡 수련법 등을 소개하

였다. 『活人心方』 수련법의 유래는 거의 손사막(孫思邈)에서 의학양생에 기인한다. 李遠國 저 金洛必 역 

(2006 : 485-511) 참고. 

19)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서 오래 살기를 꾀함. 이희승 『국어대사전』 (2003:2516)  

20) 이윤희 (2006:14) 참고. 

21) 도인술이라고도 한다. 도교(道敎)에서 선인(仙人)이 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장생양생법(長生養生法)으로서 

어떻게 하면 기를 몸 전체의 구석구석에까지 스며들게 하는가에 대한 수양법이다. 팔단금법(八段錦法)이 

있고, 짐승의 동작을 본뜬 오금희(五禽戱) 등이 있다. 『두산백과』

22) 중국에서 가장 최초로 나온 역경(易經)의 괘상(卦象) 용어로 연단(煉丹)에 관해 설명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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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락 제목 내용

1 活人心序 활인심 목적과 사상

2 活人心上 상권 서문, 바른 생활습관  

3 中和湯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상징적 보약

4 和氣丸 참음의 덕

5 養生之法 자연에의 순응과 운동, 무욕

6 治心 심이 정을 다스리는 방법

7 導引法 자연의 기를 받아 운용 

8 去病延壽六字訣 音聲 호흡법

9 臟腑運動 내장 강화 운동법

10 保養精神 몸의 기를 관리하는 법 

11 保養飮食 음식으로 몸을 보양하는 법

3.1 양생수련법

  

『活人心方』은 총 11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주제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25)

<표 1> 『活人心方』 목차와 내용

① 중화탕(中和湯)은 마음을 중화시키는 보약인데 물질적인 약이 아니라 정신적인 약이다. 구

체적인 복용 방법은 30가지가 있다.

② 화기환(和氣丸)은 중화탕과 같이 상징적인 환약을 만들어 필요할 때 복용하여 화를 내는 성

질을 치료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복용법이다. 그 약 이름은 참을 ‘인(忍)’이다.   

③ 양생지법(養生之法)에는 모두 44가지의 생활 건강법을 제시하였다. 운동에 관한 18가지, 좋

은 습관에 관한 7가지, 음식과 기후에 관한 6가지, 잠 관련 3가지, 술 관련 3가지 그리고 성 절

제 1가지 등이다.   

④ 치심(治心)은 인간의 오감을 통하여 느끼고 생기는 칠정(七情)을 다스리는 것을 의미한다. 

⑤ 도인법(導引法)은 일종의 동양 전통 기공법이다. 몸의 동작보다는 호흡과 의념에 중점을 두

어 훈련을 쌓아 심신을 강건하게 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⑦ 장부(臟腑)운동법은 심장, 간, 쓸개, 비장, 폐, 신장의 순서로 총 6가지가 있다. 

⑧ 보양정신(保養精神)은 정기신(精氣神) 기공 수련법이다. 우리 몸은 정기신 세 요소로 이루어

져 있으므로 정과 기를 잘 길러서 신의 작용이 안정 되도록 수련한다.26)

퇴계는 유학자였지만 당시 터부시 하던 도교(道敎) 도인이 쓴 양생서인『활인심(활인심』을 필사

했던 것은 흥미로운 점인데 퇴계의 자유로운 학문 탐구 정신과 실사구시의 자세를 볼 수 있다.27)

23) 인체 내의 근원적인 생명력, 즉 호흡과 의념을 중심으로 단(丹)을 만들어 정기신(精氣神)을 단련하는 것. 

중국 내단 사상에 대하여 나민구 (2013) 참고.

24) 『활인심방』의 구성과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나민구 (2014: 93-99) 참고.

25) 상동

26) 상동

27) 이윤희(2006:16)는 『활인심』의 저자가 명 태조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단절의 벽을 뚫을 수 있었다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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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거병연수육자결(去病延壽六字訣) 

“병을 물리치고 생명을 연장하여 장수한다”는 내용의 호흡 수련법으로서 唐나라 의학자이며 양

생가인 손사막(孫思邈 581-682)이 완성하였다. 몸속으로부터 에너지를 끌어올려 모음을 길게 소

리 내는 음성 내공법28)으로서 코로 숨을 들이쉰 다음 입으로 여섯가지 소리를 내쉬면 장기를 튼

튼히 해주기 때문에 장수비결, 육자결(六字訣)이라고 한다. 퇴계가 필사한 저서에는 모두 한자로 

쓰여져 있지만 육자결의 호흡법에서 중요한 여섯 글자는 한자와 함께 한글로 표기되어 있다. 이

는 육자결 발음의 입모양을 만들어야하기 때문인데 이렇게 퇴계가 그 발성하는 소리를 한글을 부

가하여 특별히 표시해 놓은 것은 스스로 지속적으로 연마했다고 추측한다.29)

㉠ 간약허시목쟁정 (肝若噓時目爭靜) - 단정히 앉아 ‘噓 xu 쓔~’라고 하면 간의 기능이 강화되

고 눈에 정기가 모인다. ㉡ 폐지희기수쌍반(肺知呬氣手雙攀) - 두 손을 번쩍 들고 ‘呬 xi: 쓰으~’ 

라고 하면 폐의 병이 낫고 기능이 강화된다. ㉢ 심가정상연차수(心呵頂上連叉手) - 손을 깍지 끼

고 정수리에 얹고 ‘呵 he: 허어~’ 하면 심장의 병이 낫고 기능이 강화된다. ㉣ 신취포취슬두평(腎

吹抱取膝頭平) - 앉아서 발을 뻗고 무릎을 끌어안고 ‘吹 chui: 취이~’하면 신장이 강화되고 병이 

낫는다. ㉤ 비병호시수촬구(脾病呼時須撮口) - 양손을 하복부 단전에 갖다 대고 ‘呼 hu: 후우~’ 

하면 비장의 병이 낫고 기능이 강화된다. ㉥ 삼초객열와희희(三焦客熱臥嘻嘻) - 누워서 ‘嘻 xi: 

씨이~’하면 열이 내리고 삼초(흉부, 상복부, 하복부)의 기능이 강화된다. 이 밖에 사계절양생가(四

季節養生歌)등이 있다.30)

퇴계의 연구는 동서양 학자들 사이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주목받은 것은 웰

빙 건강법의 하나인 ‘6자결’이다. 왜냐하면 서양인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발성을 통해 주요 장기 

즉,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 등의 기능 강화를 도모하기 때문이다.31) 6자결에서 발화가 곧 

치유로 이어진다는 점은 수사학적 차원에서도 지금까지 동서양 누구도 잘 생각지 못한 신주제이

다. 최근 관련 연구영역을 더욱 확장하여 음악을 좋아하는 비장(脾腸)의 속성을 파악하고 6자결

을 통하여 강화시킴으로 인간 감정치유와 ‘6자결’ 연마를 통한 국악 발성 교정에도 활용하고 있

다.32)     

추측하였다. 손홍렬(2004:634)은 퇴계가 “노장(老莊)에 너무 빠지면 양기(養氣)에 치우쳐서 인간 본성을 

해친다.”라고 주장했지만, 비교적 간단한 도인법은 용납했다고 했다.

28) 소리를 통해 몸 안에 기운을 강화하는 수련법. 서양에서는 ‘Toning’ 이라고 한다.  

29) 손홍렬(2004:628) 참고.

30) 孫思邈의 양생기공법은 그의 저서『첨금요방(千金要方)』에 실려 있다. 육자결(六字訣)에 대한 원문은 다

음과 같다: “만약 심장이 냉병을 앓으면 기를 곧 호(呼)하고 내쉬고, 열병을 앓을면 기를 곧 취(吹)하고 

내쉰다. 페병은 허(噓)하고 내쉬며, 간병은 가(呵)하고 내쉰다. 비장병은 희(唏)하고 내쉬며, 신장병은 희

(呬)하고 내쉰다. 若患心冷病, 氣卽呼出; 若患熱病, 氣卽吹出, 若肺病卽噓出, 若肝病卽呵出, 若脾病卽唏

出, 若腎病卽呬出.” 이원국 저, 김낙필 역 (2006:506). 나민구(2014:98)에서 재인용.

31) 퇴계 6자결 연구의 탁월성과 올바른 발성법, 동작의 요결에 대하여 이동건·김남희(2008) 참고. 

32) 박정련 (2009)와 (201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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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사 (修辭) - 『퇴계선생언행록(退溪先生言行錄)』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의 언행록이 저술되었는데 서양에서는 예수의 언행을 담은 『성경』이 가

장 널리 전파되었고, 유가(儒家)의 경우 孔子(공자)의『논어 論語』가 대표작이다. 『퇴계선생언행록

(退溪先生言行錄)』陶山書院本(도산서원본)은 모두 6권 3책이다. 1권에서 5권까지가 「학문」 「독

서」등 32문목으로 나눈 유편(類編)이며 제6권은 김성일(金誠一)이 지은 「실기(實記)」, 정유일(鄭

惟一)이 지은「언행통술}(言行通述)」등 제문(祭文)이 수록된 「부록」이다. 본고가 참고하는 모음집은 

퇴계 후학들이 지은 언행록을 집대성한 판본이다.33)

퇴계의 언행록에 나타난 퇴계 수사(修辭)의 핵심은 바로 일상생활 언어습관의 절도를 함축적으

로 기술한 대목에서 파악할 수 있다. 

(4) “말은 흡사 입 밖에 나오지 못하는듯하였으나 학문을 논하는 논리가 통쾌하여 막히거나 의

문 나는 것이 없었으며, 몸은 옷을 이기지 못하는듯하였으나 일을 처리함에는 꿋꿋하여 흔들림이 

없었다. 「기거어묵지절(起居語默之節) 일상언어예절」 禹性傳34)

수심(修心)과 수신(修身)을 통하여 매우 절제된 유가적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갖춘 전제하에 나

오는 말은 상황에 따라 조심성과 논리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말이 흡사 밖에 나오지 못 하는

듯한” 점은 경(敬)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발화에 매우 신중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문구이다. 반

면에 학문의 토론장에서는 말의 논리가 정연하여 막히거나 의문 나는 곳이 없다. 평소 침묵에 가

까운 화자의 신중한 발화태도는 스스로의 에토스(Ethos)를 견고히 하고 학문을 논하는 장에서는 

탄탄한 로고스(Logos)를 발휘한다. “몸이 옷을 이기지 못 하는듯한 점”은 늘 조신하는 몸가짐을 

역시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문구이며 일처리에 만전을 기하는 행동으로 연결된다. 퇴계 언행의 요

체(要諦)를 가장 선명하게 설명해 주는 예시이다.      

4.1 언약불출구(言若不出口)   

       

‘약(若)’은 ‘~같다’라는 뜻이므로 직역하면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음과 같다’라는 뜻이다. 

즉 수심(修心)과 수신(修身)의 구현방법으로 말은 거의 입 밖으로 내지 않을 정도로 신중하다는 

의미이다. 다음의 예를 통해 이와 같은 화법을 실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젊은이나 어른들이 글방에 모여서 여럿이 제멋대로 자세를 흩트리고 있는 속에서도 반드

33) 『퇴계선생언행록 退溪先生言行錄』 편찬의 역사와 도산서원본의 구성과 내용에 대하여 김언종(1996) 참

고. 제자들의 언행록 목록은 다음과 같다 :『퇴계선생 실기(退溪先生實記)』 학봉(鶴峯) 김성일(金誠一)『도

산언행록(陶山言行錄)』학봉(鶴峯) 김성일(金誠一),『언행통술(言行通述)』문봉(文峯) 정유일(鄭惟一),『지헌일

록(芝軒日錄)』지헌(芝軒) 정사성(鄭士誠),『언행수록(言行手錄)』추연(秋淵) 우성전(禹性傳),『계산기선록(溪山

記善錄)』간재(艮齋) 이덕홍(李德弘),『언행총록(言行總錄)』월천(月川) 조목(趙穆),『언행차기(言行箚記)』설월

당(雪月堂) 김부륜(金富倫).

34) “言若不出口. 而其論學. 詞辨痛快. 無所疑㘈. 體若不勝依. 而其處事. 筋骨硬直. 無所回撓.” 홍승균·이윤

희 역 (2007[1999] : 86) 『퇴계선생언행록』, 퇴계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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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몸을 거두어 단정히 앉았으며 옷매무새를 반드시 단정히 하고 언행을 언제나 삼가서 하였으므

로 사람들이 모두 사랑하고 공경하여 감히 소홀히 하지 못하였다.” 「기거어묵지절(起居語默之節) 

일상언어예절」金誠一35)

언행의 기본은 단정한 옷매무시와 단정히 앉는 자세에서 출발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의 어지러

운 태도와 분위기에서도 퇴계의 일관된 수행자의 모습은 늘 삼가는 언행으로 표출되고 이는 타인

의 모범이 되었다.   

(6) “선생이 여러 사람들과 말할 때, 그 말이 조리가 있으면 기꺼이 거기에 응하되 만일 부당

한 것이 있으면 묵묵히 대답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이 스스로 송구하고 삼가게 하였다. 이 때

문에 함부로 하는 말이나 쓸데없는 말들이 귀에 다다른 적이 없었다.” 「기거어묵지절(起居語默之

節)」李德弘36)

일상생활 중 평소 소통하는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조리가 있는 경우에만 대응하고 부당한 말에 

대하여 침묵하였기에 이는 함부로 하는 말과 쓸데없는 말로 이어짐을 방지하였다. 또한 퇴계의 

침묵 대하여 듣는 이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게 하여 언행에 송구스럽고 삼가도록 가르침을 주는 

대목이다.

(7) “소시부터 글씨는 반드시 해서체로 반듯하게 썼으며 과문이나 잡서 따위를 베낄 때도 흘려 

쓰는 일이 드물었다. 그리고 남에게 써달라고 한 일이 없었으니, 대저 남들의 난서를 싫어했던 

것이다.” 「율신(律身) 몸가짐」 金誠一37)

글씨쓰기에 대하여 유일하게 언급한 대목이다. 해서체(楷書體)는 한문을 배울 때 교재에 해당

하는『천자문(千字文)』에 쓰인 정자체이다. 글씨쓰기는 내면 인성의 표출이므로 흔들리지 않고 꼿

꼿한 퇴계의 심성과 몸가짐을 잘 반영하고 있다. 

4.2 사변통쾌(詞辨痛快)

‘말과 변론이 통쾌하다’는 것은 논리가 정연하고 막힘이 없어서 시원하다는 의미이다. 또한 그

렇기 때문에 의심나거나 고루한 점이 남지 않을 때까지 명쾌히 밝힌다는 뜻을 함의하고 있다. 그

의 강론(講論)과 변석(辨釋)을 설명한 대목이 이러한 퇴계의 논증 장면을 소개하고 있다.       

(8) “선생은 배우는 사람들과 강론하다가 의심나는 곳에 이르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지 않고 

35) “雖群居偃息之中. 必斂容端坐. 衣帶心飭. 言行必謹. 人皆愛而敬之. 不敢以慢侮加之.” 홍승균·이윤희 역 

(2007[1999] : 83) 『퇴계선생언행록』, 퇴계학연구원 

36) “先生. 與衆人言. 其言有理. 則欣然應之. 如有不當者. 則黙而不答. 人自悚惕. 是故. 慢褻之言. 庸瑣之

說. 未嘗至於耳矣.” 홍승균·이윤희 역 (2007[1999] : 83-84) 『퇴계선생언행록』, 퇴계학연구원 

37) “自小時. 書字必楷正. 雖傳秒科文雜書. 鮮有胡寫. 亦未嘗求諸人. 蓋厭人之亂書也” 홍승균·이윤희 역 

(2007[1999] : 87) 『퇴계선생언행록』, 퇴계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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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중론을 널리 채택하였다. 비록 자구나 따지는 하찮은 선비의 말이라도 역시 유의하여 듣

고 마음을 비워서 뜻을 이해하였으며, 거듭 참고하고 수정하여 끝내 올바른 답을 얻고야 그만두

었다. 논변을 할 때는 기운이 화기애애하고 말씀이 시원스러우며 이치가 밝고 논리가 정연해서, 

비록 온갖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더라도 섞갈리지 않았다. 대화를 나눌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말

이 끝난 다음, 천천히 한 마디 말로 이를 분석하여 가리었으나 그것이 옳다고 하지는 않았다. 다

만, 내 생각은 이런데 어떤지 모르겠다고만 했다.” 「강변(講辨)」金誠一38)  

사람들과 토론하는 광경이 잘 묘사되어 있는데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고 다른 이들의 의견을 존

중하는 소통의 자세를 읽을 수 있다. 아무리 하찮은 의견에 대해서도 인내심을 갖고 논거(論據)

를 제시하여 이해시키는 스승의 면도 또한 보여준다. 논리적인 말을 전개할 때는 온화한 대화의 

분위기를 연출하며 이치에 맞고 논리가 정연하여 명쾌한 결론을 내린다. 그의 겸허함은 완곡한 

표현에 있는데 직접적으로 자신을 의견을 구술하지 않고 어떤지를 상대방에게 되묻는 겸손함을 

보이고 있다. 즉, 논리와 겸양을 골고루 지닌 채 소통을 위한 논쟁을 주도한다.  

(9) “사람들과 논변하다가 서로 합치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혹시라도 자신의 소견에 미진함이 

있을까 염려하였다. 선입견을 주장하거나 나와 남을 구별하지 않고 빈 마음으로 실마리를 찾아서 

풀되, 의리를 따라 궁구하고 경전의 훈석을 참고하여 바로잡았다. 이미 이치에 맞다고 결론이 난 

뒤에도 이의가 있으면 다시 토론하여 상대방의 의혹을 기필코 풀어주고자 하였다. 지난 의견에 

혹시라도 불안한 것이 있으면 곧 자기 의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랐으므로 기꺼이 복

종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강변(講辨)」李德弘39)   

이 대목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논증의 전개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의견 충돌이 있을 때 퇴계는 

피아(彼我)를 떠나서 마음을 비우고 자신의 주장에 혹 모자란 점이 있는 지를 먼저 반추(反芻)하

였다. 그런 다음 세상의 진리와 원리를 되짚어가며 그 실마리를 풀어가기 시작했으며 선대의 학

문을 거울로 삼아 경전의 해석을 참고하여 수정 보완하였고, 그런대도 또 이의가 있으면 다시 논

의를 속개하여 미진한 점을 끝내 풀어내었다. 이러한 퇴계의 객관적 논증 방법과 고증적인 학문 

탐구정신은 자연스럽게 논의 참여자들을 설복시키고 공감을 끌어내었다.       

(10) “배우는 자들의 질문이 있은 때는 자세하게 설명하여 탁 트여서 아무런 의문이 남지 않도

록 하였으므로 아무리 우둔한 사람이라도 모두 감발하여 의욕을 갖게 하였다. 「기거어묵지절(起

居語默之節)」禹性傳40)

38) “先生. 與學者講論. 到疑處. 不主己見. 必博采衆論. 雖章句鄙儒之言. 亦此畱意廳之. 虛心理會. 反復參

訂. 終歸於正而後己. 其論辨之際. 氣和辭暢. 理明義正. 雖群言競起. 而不爲參錯說話. 必待彼言之定. 然

後. 徐以一言條析之. 然. 不必其爲是. 第曰. 鄙見如此. 未知如何.”홍승균·이윤희 역 (2007[1999] : 63) 

『퇴계선생언행록』, 퇴계학연구원

39) “與人論辨. 有所不合. 卽有恐己之所見或有未盡. 不主先入. 不分人己. 虛心細繹. 求之於義理. 質之於典

訓. 己言合理而有稽. 則更與辨說. 期於解佊之惑. 舊見惑有未安. 卽舍己而從人. 故人莫不悅服.”홍승균·이

윤희 역 (2007[1999] : 63) 『퇴계선생언행록』, 퇴계학연구원

40) “及學者有問. 毫分縷析. 洞然無疑. 雖至愚之人. 皆有所感發而興起.” 홍승균·이윤희 역 (2007[1999] : 

83) 『퇴계선생언행록』, 퇴계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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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계는 많은 제자들을 교육했는데 그들에게 의문이 남지 않을 때까지 자세히 설명하여 깨우쳐

주는 자상한 스승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아무리 열등한 학생이라도 알 때까지 잘 이해시켜 

공부에 대한 의욕과 열의를 고취시켰다.  

4.3 겸허호문(謙虛好問)

사람들 대할 때 퇴계의 겸손함은 관심과 예의를 표하는 질문을 던지는 모습에 잘 나타나 있다. 

(11) “사람을 접할 때는 겸손하여 푸근한 화기가 돌았으며, 마음을 열어 이야기 할 때에는 진

심을 활짝 드러내 보이었다. 그리고 겸손하게 묻기를 좋아하고 자신을 버리고 남을 따랐다. 어떤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점이 있으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좋아하였으며,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비록 하찮은 사람이 말하더라도 이를 고치되 조금도 인색한 기색이 없었다.” 

「자품(資品)」鄭惟一41)

대인관계에서 대화를 할 때에는 호감과 관심을 보여줌으로써 분위기를 부드럽게 조성하였고 마

음을 열고 진심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사람들을 소통의 장으로 이끌었다. 그 예로 겸손을 갖춰 상

대방의 주변에 대한 질문을 자주 했는데 이는 자신을 주장하기보다는 도리어 귀를 열어 상대방 

의견을 먼저 경청하기 위함이다.   

(12) “문하의 제자를 대할 때 마치 친구를 대하듯 했으며, 비록 나이가 어리더라도 이름을 놔

두고 ‘너’라고 호칭하지 않았다. 맞이하고 보낼 때에는 잘 주선하고 예절을 차려서 공경함을 다하

였으며 자리에 좌정하면 반드시 먼저 부형의 안부를 물었다. 「교제(交際)」 金誠一42)

제자들을 대할 때 너무 권위를 세우지 않고 ‘너(汝)’라도 함부로 하대하지 않았던 쿨 한 스승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도리어 제자들을 맞이하고 보내는 인사를 할 때에도 극진한 예의를 갖추

어 공경함을 표시하였다. 제자들을 맞이할 때 반드시 양친부모의 안부를 먼저 묻는 예의는 매우 

유가적인 친근감과 공손함을 실천하는 덕목이다.

퇴계의 수사(修辭)는 그가 평소에 늘 행하는 수심(修心)과 수신(修身)에서 발로(撥路)함을 알 수 

있다. 정좌 단정한 태도로 예의범절을 지키며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입을 삼가고 절제하여 병

(甁)과 같이 다물었다. 그러나 꼭 말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논리와 조리를 갖추어 통쾌하게 진행

했으며 대인관계에서는 자신을 겸허히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하여 온화한 交遊(교유) 분위기를 이

어갔다.      

41) “而至其待人之際. 溫恭謙遜. 一團和氣. 開懷與語. 洞見心肝. 又謙虛好問. 舍己從人. 人有一善. 若出諸

己. 己有小失. 雖匹夫言之. 改之. 無吝色.”홍승균·이윤희 역 (2007[1999] : 81) 『퇴계선생언행록』, 퇴계학

연구원 

42) “待門弟子. 如待朋友. 雖少者. 亦未嘗斥名稱汝. 送迎周旋揖遜. 至其敬. 坐定. 必先問父兄安否.” 홍승균·

이윤희 역 (2007[1999] : 124) 『퇴계선생언행록』, 퇴계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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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퇴계 이황은 중국의 주자(朱子)가 집대성한 성리학을 승계 받아 더욱 발전시킨 우리나라를 대

표하는 유학자이다. 그의 사상은 앎과 삶을 병행하는 지행병진(知行竝進)과 경(敬)으로 집약되는 

심학(心學) 즉 맘을 부단히 수양하는 수심(修心)에 바탕을 두고 있다. 경(敬)에 대한 공부는 맘공

부와 더불어 수반되는 몸 행위에 의하여 실현되기에 이 둘은 불가분의 상보(相補)관계이다. 그리

고 이러한 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몸 수양은 곧바로 말 닦음 즉 수사(修辭)로 이어지게 된

다. 

말년에 어린 선조에게 바친 『성학십도(聖學十圖)』의 서문『진성학십도차(進聖學十圖箚)』에는 평

생 갈고 닦은 수심과 수신의 정신과 실천방법이 그의 지고한 우국충정으로 잘 표현되어 있다. 이 

상소문은 말하기를 절제하고 글쓰기를 중시했던 당시 이조시대의 글쓰기 수사학을 문헌에서 볼 

수 있는 훌륭한 텍스트이다. 

「경재잠도(敬齋箴圖)」와「숙흥야매잠도(夙興夜寐箴圖)」에는 경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써 

성현이 하루일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켜야 할 맘가짐과 몸가짐 지침을 요목

조목 설명하였다.

한편 일생을 오로지 가르치고 저술하며 전형적인 유가적 삶을 영위하면서 많은 병을 앓았던 퇴

계는 관직에 수차례 복직하고 사직하기를 반복하면서도 몸 수련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조선시대 당시로서는 장수했다고 볼 수 있는 70년을 살았다. 그

것은 바로 고대 중국의 비전인 『활인심(活人心)』을 필사하여 늘 수신(修身)을 몸소 연마한 결과이

다. 이 의학서는 道家(도가)의 전통 양생법을 기술했는데 아침부터 무형의 ‘인내(忍)’라는 환약을 

복용함으로써 마음을 다스렸고 앉거나 누워서 쉽게 하는 체조와 기공 호흡을 통해 오장육부(五臟

六腑)를 강화시키는 「거병연수육자결(去病延壽六字訣)」이라는 건강비결을 전하고 있다. 적절한 

신체 자세를 취하고 6가지 발성을 통하여 몸의 순환과 장기 강화시키는 6자결은 입을 통한 일종

의 발화 작용을 몸 건강으로 연결시킨다는 차원에서 서양인들이 놀랄 만한 수사학적 연구 가치가 

있다.

퇴계의 수심(修心)과 수신(修身)은 바로 일상생활에서의 수사(修辭)로 실천되었으며, 그 수사(修

辭)의 사례는 후학들이 저술한 모음집 『퇴계선생언행록(退溪先生言行錄)』에서 발견할 수 있다. 

경(敬)에 입각한 그의 언행은 흐트러짐 없는 단정한 몸가짐에서부터 발현되기 시작한다. 평소에 

말은 거의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듯이 매우 조심하고 신중을 기하고 있으나 학문을 논할 때는 

말의 논리가 정연하고 명쾌하여 의문이나 고루함이 남지 않도록 했다. 혹 본인의 의견에 부족함

이 있을까 끝까지 논거를 찾았으며 상대가 틀렸다고 직선적으로 표현하지 않았고 부당한 말에는 

침묵함으로써 스스로 깨닫고 삼가도록 가르쳤다. 

사람들을 대할 때는 늘 화기애애하고 온화하며 겸손한 태도를 견지했고 제자들을 너라고 부르

며 하대하지 않고 잘 못 알아듣는 학생도 친절하게 이해시켜 학업 의욕을 북돋아주었다. 또한 제

자들을 맞이할 때는 친구처럼 가까이 대했고 반드시 먼저 부모의 안부부터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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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계는 무조건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고 필요할 때는 논리정연한 

말을 전개하여 의문이 남지 않을 때까지 밝혔다. 이러한 화법을 예의바르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어 구사했기에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소통의 자리로 이끌었다.

퇴계는 맘(修心)·몸(修身)·말(修辭) 수양을 그의 전 인생에 걸쳐서 처절하게 구현했는데 이러한 

빈틈없는 인생 역정(歷程)은 성리학이라는 유가(儒家)적 학문의 전통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500년 전 당시 이조시대에는 성리학(性理學)을 대표하는 주자학(朱子學)이 최신 학문이었고 이에 

몰두한 퇴계의 철학과 교육 그리고 일상생활의 밑거름이었다. 많은 병마에도 불구하고 맘·몸·말을 

초지일관 수련했기에 70세까지 장수하면서 사단칠정(四端七情)과 이기론(理氣論)을 더욱 발전시

켜 성리학의 지평을 더욱 넓힐 수 있었고, 오늘날 ‘조선의 이자(李子)’로 칭송받으며 전 세계적으

로 한국의 ‘퇴계학(退溪學)’이, “K-Study”를 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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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계(退溪) 이황(李滉)의 수심(修心)·수신(修身)·수사(修辭)’에 대한 토론문

송미령(서일대)

퇴계 이황은 조선 중기의 대유학자로, 성리학을 바탕으로 학문과 덕행을 쌓고 이론을 발전시켜 

일가를 이룬, 한국인의 사상적, 정신적 사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퇴계는 평생을 敬의 몸가짐과 

마음가짐으로 스스로를 닦고 성찰하며 성리학의 道를 실천하였는데, 그의 수양과 정진은 곧 언행

과 문장으로 표출되어 제자뿐만 아니라 당시의 세도가와 임금의 존경까지 받았습니다. 퇴계의 몸

가짐과 마음가짐, 말과 행동은 敬의 정신 위에서 하나로 일치되어 道의 경지로 병진하였기에 퇴

계를 논함에 있어 身, 心, 辭, 行을 분리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퇴계를 修心

과 修身, 修辭의 관점에서 분석한 동시에, 반대로 몸과 마음과 말의 연관성을 퇴계에서 찾은 나

민구 선생님의 연구는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이는 또한 ‘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훌륭한 

말을 한다’는 동양의 ‘有德者, 必有言’의 언어관과도 일맥상통하는 통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를 좀 더 듣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장에서 퇴계의 修心의 내용과 방법을 『聖學十圖』에 근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성학십도

는 퇴계의 학문을 집대성한 저술로서, 1-5도는 ‘天道’에, 6-10도는 ‘心性’에 근원을 두고 聖學의 

도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천도와 심성에 관해서는 학파마다 조금씩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으로 알고 있는데, 퇴계가 말하는 천도와 심성은 어떤 것인지요? 또 그 둘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설명해주신다면 퇴계가 실천한 修心, 修身, 修辭의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

로 생각합니다.  

둘째, 본 연구는 맘과 몸 수양을 바탕으로 발화하는 말이 현실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수사

학적으로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心身’의 ‘修(닦음)’를 통한 ‘辭’를 추구해온 동양의 전통적 수

사관과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학이 체계화되지 않은 고대의 동양에서 ‘수사’

의 개념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에 퇴계와 같은 대학자들을 통해 수사의 자취를 찾

고 의미를 규정해 보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퇴계를 통해 본 ‘수사’란 어

떤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지 선생님 견해를 여쭙습니다. 

셋째, 본 연구는 퇴계의 修心은 그의 성리학적 학문을 응집한 『성학십도』에서, 修身은 그의 양

생 저서인 『活人心方』에서 찾았고, 修辭는 『言行錄』에 담긴 후학들의 전언을 통해 그의 언어에 

대한 태도로써 살펴보았습니다. 퇴계의 경우 시와 상소, 서신 등의 글이 적지 않게 남아있는 만

큼 문장을 통해 퇴계 수사의 진면목을 분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사학의 입장에서 탁

월하다고 생각하시는 퇴계의 문장이 있다면 그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퇴계의 修心, 修身, 修辭의 정신이 현대 사회의 갈등과 대립, 인간성 경시의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발현되고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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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의 향연 

-칸트의 자유의지, 니체의 힘에의 의지, 그리고 율곡의 지(志)-

김동희(전주대)

1. 향연에로의 초대

만약 의지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질책이나 경고는 성립이 안된다. (질책이나 경고를 

없애면) 그리스도교 법규나 모든 종교의 규율은 필히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의지에 

의해서 죄를 짓는다. 또 (사람이) 죄를 짓고 있음이 의심의 여지가 없으므로, 영혼들이 자유의

지를 갖고 있음도 의심할 필요가 없다.1)  

서양의 철학적 인간학의 중심개념인 자유의지는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유래한다. 그 의지의 계

보학은 아우구스티누스(Aurelius Augustinus, 354~430)의 위 명제로부터 출발한다: “의지에 의

해서 죄를 짓는다(voluntate ergo peccatur).” 이 명제를 통해 아우구스티누스는 소크라테스 이

래 스토아 철학에 이르기까지의 주지주의(主知主義) 명제 “누구도 알면 잘못하지 않는다(nemo 

sciens peccat)”를 지양시키고, 윤리학에 주지론(主志論)을 도입하여 서양의 신학적 ‘자유의지’라

는 그리스도교 전통을 세운다.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4~1274)는 아리스

토텔레스의 ‘소망(boulêsis: 좋은 것에 대한 욕망)’ 개념에 천착하여 이성적 욕망으로서 ‘자유의

지’ 개념을 정립하여 그리스도교 자유의지의 전통을 체계화한다.2) 그리스도교 자유의지의 핵심은 

세계의 고통과 악에 대해 신은 정의로운가?라는 신정론적 문제에 대한 대답이다. 신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고, 인간은 자율적 주체로 행하고, 그 행위의 귀속적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 칸트

와 니체는 이와 같은 전통적인 신학적 형이상학을 비판하면서도 다른 방식으로 이를 계승한 비판

적 계승자들이다. 칸트(Immanuel Kant, 1724~1804)는 이성 자체를 순수이성비판이라는 법정을 

세워 선험적 인식의 근원과 한계를 규정함으로써 사변 이성의 월권적 행위인 신학적 형이상학 비

판한다. 그럼에도 초월적 변증학 제3 이율배반(현상의 감성세계와 물 자체의 예지세계의 양립 가

능성의 문제)에 등장하는 초월적 자유 이념이 윤리 형이상학에서는 다시 그리스도교의 자유의지 

전통으로 돌아간다. 니체(Friedrich Wilhelm Nietzsche, 1844~1900)의 경우 그 초기 철학의 예

술가적 형이상학에서는 칸트의 감성세계와 예지세계의 구분에 입각한 자유의지의 형이상학의 영

향력 아래 있었지만, 힘에의 의지에 기초한 예술 생리학으로의 전회에서 칸트와 그리스도교의 자

유의지를 비판한다. 칸트의 윤리 형이상학의 정언명법을 ‘잔인한 냄새’가 나는 퇴락한 데카당스 

철학으로, 그리스도교를 “교수형 집행자의 형이상학”3)으로 규정하며 모든 가치의 재평가를 시도

한다. 니체가 힘에의 의지로 칸트와 그리스도교의 자유의지 전통을 자기 극복하려고 한 것이다. 

1) 아우구스띠누스, 성염(역주), 참된 종교, 분도출판사, 1989, 69쪽. 굵은 글씨는 논자의 것임

2) 송유레, ｢의지의 기원과 이성적 욕망: 아리스토텔레스의 소망(boulêsis) 개념 연구｣, �서양고전학연구�

55(2), 한국서양고전학회, 2016.  

3) AC, 38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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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 이래로 칸트를 거쳐 현재까지도 도덕철학의 정초는 암묵적으로 자유의

지를 전제한다. 과연 자유의지는 도덕철학의 정초로서 여전히 유효하고 정당한가? 니체의 힘에의 

의지는 자유의지에 억눌린 것이 표출된 새로운 형태의 무의식적 자유의지는 아닐까? 나아가 자

유의지라는 이념이 부재한 유가철학 전통에서는 어떠한 의지가 어떻게 의지가 작동하는가? 그리

고 서양과 동양의 의지에 대한 사유 방식과 철학적 개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함께 만날 수 있는 

지점은 없을까?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질문을 염두에 두고 칸트의 자유의지, 니체의 힘에의 의지, 

그리고 율곡의 의지(志)를 순차적으로 고찰한다. 사실 칸트의 자유의지에 대한 니체의 비판을 탐

구한 상당한 논문이 있는데, 니체의 비판을 긍정하면서 그 논지를 발전시키는 연구4)와 니체의 칸

트 비판은 근본적인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부정적인 연구5)로 나눌 수 있다. 율곡의 의지에 대한 

연구에 관한 한, 기존에는 수양론적 관심으로 연구6)되다가 최근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도덕 실천

의지를 지향하는 지행 병진의 관점에서 연구되고 있다.7) 그러나 아직 율곡의 의지의 개념을 서양 

철학자들의 의지 개념과 비교한 논문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이 글에서는 율곡이 말하는 의지에 

대해 계보학적인 추적을 통해 그 기원을 천지의 지(志), 곧 춘의(春意)으로 밝히고 칸트와 니체의 

의지 개념과 비교를 시도할 것이다. 서로 다른 의지에 대한 철학적 사유를 만나게 함으로써 그 

차이를 발견하면서 대조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목적이다. 사실 이러한 시도는 프랑수아 쥴리앙

(François Jullien)이 도덕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8) 행한 바가 있는데, 이는 소논문으로는 제한이 

있고 또한 연구자의 역량을 넘어선다. 본 연구에서는 세 명의 철학자들을 의지의 향연에 초대하

여 서로 다른 의지 개념을 교환하게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몸과 욕망’의 문제에 서로 만나게 하

는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 글의 전개에 있어서는 세계와 인간이라는 두 개의 큰 축을 그리며 그

들 각자의 의지에 대한 철학적 입장을 키워드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그리고 그들과 향연을 뒤풀

이하면서 그들이 의지의 철학이 어떻게 ‘몸과 욕망’을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다룰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몸에 대한 수사학적 스케치를 행한다.

4) 대표적인 연구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할 것. 김종기, ｢큰 이성으로서의 몸과 니체의 유물론｣, �코기토�

68, 인문학연구소, 2010. 김종기는 칸트의 자유, 영혼, 신과 같은 물 자체의 예지세계에 대한 비판에 입

각한 니체의 큰 이성으로서의 몸이라는 개념을 통해 실천적 유물론을 전개한다. 

5) 대표적인 연구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할 것. 최우석, ｢니체의 칸트 비판 고찰: �도덕의 계보�를 중심으로 

｣, 『철학연구』53, 철학연구소, 2016. 최우석의 주요논지는 통념과 달리 칸트의 도덕은 의지와 감정의 문

제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니체의 도덕 가치의 재평가에 보다 긍정적인 이해와 수용이 구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6) 대표적인 연구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할 것. 이영경, ｢율곡의 인간관에 있어서 결정론과 자유의지의 문제

｣, 『율곡학연구총서』논문편(4), 율곡학회, 2007. 이영경 연구가 흥미로운 것은 그의 논지의 밑변에 칸트

의 초월적 변증학 제3 이율배반이 함께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의 논지의 핵심은 인간의 분수 받은 

기질은 결정되어 도덕 실천에 제약이 있으나(‘약한 결정론’), 이를 자유의지로 극복할 수 있다(‘강한 자유

의지론’)는 점이다.  

7) 대표적인 연구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할 것. 이찬승, ｢지선(至善)과 중(中)의 관계를 통한 율곡 이이의 도

덕 실천의지(立志) 함의｣, 『동양철학연구』103, 동양철학연구회, 2020. 이찬승은 율곡의 입지(立志)를 율

곡과 고봉의 지선(至善)과 중(中)에 대한 논쟁을 재검토하면서 그 도덕 실천의지의 함의를 탐구하고 있

다. 

8) 그에게 도덕의 기초를 세운다는 것은 칸트의 실천이성비판이나 윤리 형이상학에서의 도덕의 법칙과 원리

를 규정한는 것이 아니라 도덕에 가능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프랑수아 쥴리앙, �맹자와 계몽철학

자의 대화: 루소, 칸트�, 허경 옮김, 한울아카데미, 2004,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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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칸트의 자유의지 

2-1. 초월적 자유의 이념, 순수이성과 실천이성의 키스톤

자유 개념은, 그 실재가 실천이성의 명증적인 법칙에 의해 증명되는 한, 순수이성의, 그러니까 

사변 이성까지를 포함한, 전 구성 체계를 연결하는 키스톤(keystone)을 형성한다.9)   

칸트의 자유 개념은 �순수이성비판� 초월적 변증학(이성적 형이상학의 비판)에서 순수이성의 

세 번째 이율배반에 나타나는 ‘초월적 이념’이다. 칸트에게 있어서 이성이란 ‘선험적 인식의 원리

들을 제공하는 능력’인데, 그 선험적 인식에는 한계가 있다. 순수이성의 선험적 인식은 감성과 지

성의 협업으로서 그 인식의 선험적 형식(감성의 직관 형식인 시·공간과 지성의 사고 형식인 범주)

에 의해 구성된 경험 대상의 영역, 곧 현상세계에 대해서만 타당하다. 말하자면 직관을 통해 주

어지는 선험적 감성 형식으로서의 순수 잡다한 표상들을 범주에 따라 종합하는 지성의 자발적 사

고 활동에 의해서 보편타당한 선험적 종합판단(인식)이 가능하다.10) 그러나 경험 대상으로 나타

나지 않는, 다시 말해 선험적 인식의 형식 조건에 제약받지 않는 무조건적인 것들, 곧 사물들 자

체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다. 그럼에도 “이성은 모든 조건적인 것들의 계열을 완성하기 위하여 

사물들 자체에서 무조건적인 것을 절대적으로 요청한다.”11) 이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무조건적인 

개념이 ‘초월적 이념’이다: ‘초월적 이념들’은 ‘현상에서 모든 조건들 일반의 무조건적인 종합 통

일’, 곧 ‘현상에서 이성의 통일(the unity of reason in appearance)’12)에 상관하는 순수 이성

의 개념들이다: “범주들이 지성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것이듯, 초월적 이념들 또한 이성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것”13)이다. 칸트는 현상에서 이성의 절대적(무조건적) 통일로서 초월적 이념들을 그 

내용에 따라 세 종류 – 1) 영혼(불멸성): ‘사고 주체의 절대적 통일’, 2) 세계 자체(자유): ‘현상 

조건 계열의 절대적 통일’, 3) 신: ‘사고 일반의 모든 대상 조건의 절대적 통일’ – 로 분류한

다.14)15)

칸트에 따르면, ‘현상 조건 계열의 절대적 통일’을 추구하는 순수이성은 이율배반을 피할 수 없

다. 이율배반은 현상들의 총체인 세계에 대해 초월적 이념을 생각하는 순수이성의 자기모순으로, 

9) KpV, 5:4. �실천이성비판�의 인용은 메리 그레고(Mary Gregor)의 번역서 Critique of Practical 
Reason(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을 참고하였고, 이후 �순수이성비판�의 인용은 폴 가이어

(Pual Guyer)의 Critique of Pure Reason(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를 참조하였다. 그런데 

영어식 약어의 첫 글자가 동일하여 편의상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독일식 약어 - �순수이성비판�

(KrV로 )와 �실천이성비판�(KpV) - 로 표기했다. 

10) 이런 점에서 칸트의 초월 논리학은 사유와 판단에 있어서 개념의 내용을 사상하고 오직 개념의 연관 관

계, 곧 판단의 순수 논리적 형식만을 다루는 형식 논리학과 다르다. 

11) KrV, BXX.

12) KrV, B383.

13) KrV, A643/B670. 

14) KrV, A334/B391.

15) 칸트는 1) 영혼(불멸성): 사고 주체의 절대적(무조건적) 통일에 대해서는 ‘순수이성의 오류추리’에서, 2) 

세계: 현상 조건 계열의 절대적 통일에 대해서는 ‘순수이성의 이율배반’에서, 3) 신: 사고 일반의 모든 대

상 조건의 절대적 통일에 대해서는 ‘순수이성의 이상’에서 이성적 합리론의 독단주의를 비판한다. 칸트 

이전 근대철학자들은 이 세 종류의 초월적 이념을 각각 사유적 실체, 물질적 실체, 무한실체로 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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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의 한계를 넘어서는 무조건적인 것에 선험적 인식의 범주를 확장 적용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칸트는 현상 조건 계열의 절대적 통일을 4가지 범주 – 양(quantity), 질(quality), 관계(relation), 

양태(modality - 에 따라 4가지 이율배반을 전개하는데, 관계 범주에 따르는 세 번째 이율배반

을 통해 자유라는 ‘초월적 이념’을 해명한다. 순수이성은 관계 범주에서 ‘현상 일반 발생의 절대

적 완결성(the absolute completeness of the arising of an appearance in general)’을 위

해 ‘초월적 자유(transcendental freedom)’의 원인성(정립 명제)16)을 추정한다. 자연법칙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 계열의 무한퇴행은 절대 원인 없이 원인의 원인성만 발생하므로 자연 인과성과 상

충하고 현상 일반 발생이 완결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순수이성은 “자연법칙에 따라 발생하는 현

상 계열을 자기로부터 시작하는 절대 원인의 자발성”17), “현상에서 원인의 무조건적 원인성”18), 

곧 초월적 자유라는 원인성을 사유한다: “이성은 현상에 대해 원인성을 갖는다”19). 그런데 초월

적 자유의 무조건적 원인성에 관한 한, 경험 가능한 모든 것은 오로지 보편적 법칙(원인의 원인

성은 다시금 원인을 가져야 한다)을 따라 발생한다는 ‘현상들의 무조건적 필연성’20)인 ‘자연의 기

계적 필연성’(반정립 명제)21)과 상충한다. 초월적 자유의 절대적 원인의 자발성이 전제되면, 인과

의 무한연쇄라는 자연 필연성의 연쇄 고리가 끊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칸트에 따르면, 두 이율배반적 명제는 모순처럼 보이나 객관을 현상의 감성세계와 물 자체의 

예지세계로 구분함으로써 서로 양립가능하게 된다. 자연 필연성은 현상의 감성 세계에 속하고, 

초월적 자유의 자발성은 물 자체의 예지세계에 속한다.22) 현상의 감성세계가 시간 형식과 시간 

계기의 조건들에 종속하는 데 반하여, 예지세계는 그 형식과 계기에 종속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예지세계의 물 자체는 감성적 직관 안에 주어지는 경험대상이 아니다. 또한 칸트는 물 자체의 사

물을 인식대상으로 하는 지성적 직관23)을 상정하지 않으므로 초월적 자유의 개념은 인식할 수 

없지만, 가상으로 사유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가능하다. 그 객관적 타당성, 곧 그 실재적 가능성은 

이론적 인식 원천인 사변 이성에서가 아닌 실천적 인식의 원천인 실천이성에 놓여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초월적 이념으로서 자유 개념은 그 실재성이 실천이성의 명증적 법칙에 의해 발견되는 

한, 사변이성을 포함한 이성의 전 구성 체계를 연결하는 ‘키스톤(keystone)’이다. 

16) 자유에 의한 인과성의 정립명제는 다음과 같다: “자연법칙을 따르는 인과성은, 세계의 모든 현상들이 파

생되는 유일한 인과성이 아니다. 세계의 모든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유를 통한 또 다른 인과성

을 추정하는 것도 필연적이다.” (KrV, A444/B472)   

17) KrV, A446/B474.

18) KrV, A419/B447. 굵은 글씨는 논자의 것임

19) KrV, A551/B579.

20) KrV, A419/B447. 굵은 글씨는 논자의 것임

21) 자연법칙을 따르는 인과성의 반정립명제는 다음과 같다: “세계에 자유는 없고, 다만 세계의 모든 것은 

오직 자연법칙만을 따라 발생한다.” (KrV, A445/B473) 

22) “그러면 바로 동일한 의지가 현상에서는 (가시적인 작용들에서는) 자연법칙에 필연적으로 종속되고 그러

는 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자연법칙에 종속되지 않는 사물 자체에 속하는 것

이니 자유롭다고 여전히 생각되므로, 어떤 모순도 발생하지 않는다.” (KrV, BXXVii-BXXViii). 굵은 글씨

는 논자의 것임.

23) 칸트는 예지세계를 소극적인 의미와 적극적인 의미로 이해한다. 부정적 의미는 어떤 사물이 감각적 대

상이 아닌 물자체로 이해하고 이에 대한 직관 방식을 사상(abstract)할 때이다. 그리고 긍정적 의미는 사

물자체의 사물을 비감각적 대상으로 이해하고 이를 직관할 수 있는 특수한 종류의 지성적 직관을 상정했

을 때이다. 다만, 칸트는 적극적 의미의 예지세계를 객관화하는 지성적 직관을 긍정하지 않는다. (KrV, 

B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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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천적 인식, 윤리 형이상학의 인식 방법

만약 우리가 이 자유의 무조건적 원인성의 속성이 인간의 의지에 (그래서 또한 모든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에) 실제로 속함을 입증하는 근거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러면 순수이성이 실천

적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제한된 이성이 아닌 순수이성만이 경험적으로 무조건 

실천적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24)

칸트의 순수이성은 어느 가능한 경험 인식으로도 도달할 수 없는 초월적 이념에 따라 하나의 

체계적 통일성을 추구한다.25) 말하자면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한낱, 그러나 저항할 수 

없는 가상, 곧 속임수’인 이성의 초월적 이념은 자연스러운 경향(natural propensity)’이다.26) 그

런데 그 이념에 객관적 실재성을 부여하려는 순간 순수이성의 사변적 이성은 오류와 이율배반에 

빠진다. 이것이 순수이성의 선험적 인식의 한계, 곧 이성적 형이상학 비판이다. 다만, 지성의 범

주와 같이 이성의 초월적 이념은 경험적 대상으로 주어지지는 않지만, 지성의 모든 가능한 경험

적 활동의 통일을 체계화하는 ‘규제적 원리(regulative principle)’로 사용할 수 있다. 칸트의 윤

리 형이상학은 순수이성의 선험적 인식의 한계 지점인 초월적 이념을 대상으로 하고, 그 대상을 

현실화 한다. 그 방법에 관한 한, 대상을 실재적이게 하는 이성의 실천적 인식(practical 

cognition)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는 감성 직관에 주어진 대상을 구성하는 순수이성의 이론적 인

식과는 다르다.27) 말하자면, 이성은 하나의 이성이지만, 그 사용방식에 따라 순수이성과 실천이

성으로 구별된다. 또한 윤리 형이상학은 당위 윤리학으로서, 실제 어떻게 행위 하는가와 상관없

이 모든 이성적 존재가 어떻게 행위 해야 하는가라는 필연적(무조건적)이고 보편적인 선험적 종

합 실천 명제들, 곧 정언명령들(도덕법칙과 원리들)의 체계로 구성된다. 순수이성의 선험적인 이

론 인식과 달리, 실천이성의 선험적 인식은 범주들을 감성 직관의 순수 잡다한 자료에 적용하는

데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자연적 경향성의 전제조건 없이 행위를 의지에 연결하는 실천

적 선택에 관계한다. 그러므로 이성의 실천적 명제는 행위의 의욕을 이미 전제된 의욕으로부터 

분석적으로 이끌어 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성적 존재자로서의 의지 개념과 직접적으로,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보편적 도덕법칙과 원리로 연결된다.28) 그렇다면, 이성적 존재자는 의

지의 주관적 준칙들에 의해 자기 자신을 동시에 보편적인 법칙 수립자로 간주 될 수 있는 준칙에 

따라서 행위 해야 한다. 이것이 다름 아닌 정언명령의 정식이고 보편적 도덕법칙이다. 

2-3. 자유의지,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로서 순수 실천이성의 능력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는 오로지 자유의 이념 아래서만 자신의 의지일 수 있고, 그러므로 자유 

24) KpV, 5:15. 

25) KrV, A568/B596. 

26) KrV, B670.

27) KrV, BX.

28) GMM, 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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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는 실천적 의도에서 모든 이성적 존재자들에게 부여되어야 한다.29)

그럼 어떻게 보편적인 종합적 실천 명제가 선험적으로 가능하고 왜 필연적인가?” 다시 말해 

“어떻게 정언 명령은 가능한가?” 칸트는 이에 대해  �윤리형이상학 정초� 3절(윤리 형이상학에서 

순수 실천이성 비판으로 이행)에서 ‘제3의 인식(a third cognition)’, 곧 자유 개념의 연역으로부

터 정언 명령의 가능성에 대한 타당성을 성찰한다. 이성의 실천적 사용에 있어서 실천이성은 의

지를 규정하는 능력30)이고, 자유의지는 이성적 존재자가 갖는 욕구 능력으로서 ‘일종의 원인성

’,31) 법칙의 표상에 적합하게 행위 하도록 자기 자신을 규정하는 자기 원인성이다.32) 이때 의지

의 자유는 의지를 규정하는 타율적 원인들(자연 필연성)과 독립해서, 모든 행위에 있어 의지 자신

에게 법칙인 자율로서 ‘의지의 속성’33)이다. 말하자면 의지의 보편적 규정을 함유하는 실천 명제

들에서 자유의 이념은 자율성의 개념으로 발견된다.34)

의지는 그 내적 규정 능력이 이성에 있다는 점에서 자연적 경향성(감성적 충동, 외부적 자극), 

곧 정념적인(pathological) 동인에 의해 촉발되는 ‘의사(the capacity for choice)’와는 구별된

다. 의사에는 자유의사(free choice)와 동물적 의사(animal choice)가 있다. 동물적 의사는 자연

적 경향성에 의해 촉발되고 또한 정념적으로(pathologically)만 규정되는 의사인 반면에, 자유의

사는 감성적 충동에 의해 촉발되나 순수이성에 의해서 표상되는 ‘동인들(motives)’을 통해 규정

될 수 있는 의사이다.35) 인간적 의사(human choice)는 동물적 의사와 같이 자연적 경향성에 의

해 촉발되고, 자유의사와 같이 그 감성적 충동에 의해 규정되지 않고 순수이성에 의해 규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적 의사는 동물 의사이면서 자유의사이다. 다만 자유의사에 있어서 자유의 

이념은 인간은 자연 필연성이라는 타율로부터 독립성을 갖는다는 소극적 의미의 자유를 가질 뿐

이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자로서 자연 필연성이라는 타율로부터 독립할 뿐만 아니라, 자기로부터 

자기에게 법칙을 세우고 지키는 입법자와 준법자로서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바, 이것이 자유 이

념의 적극적인 의미이다.36) 이러한 적극적인 자유의 이념 아래에서의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는 

“실천이성 그 자체”37)이고, 자유의지는 순수 실천이성의 능력이다.38)

자유의지의 실천이성의 능력은 ‘법칙 수립 능력(lawgiving capacity)’인 바, 의지의 주관적 준

칙을 보편적 법칙 수립에 적합하게 하는 형식을 제공한다.39) 보편적인 법칙 수립적 형식이란, 경

험적으로 주어진 법칙의 질료(준칙의 객관)를 일체 떼어내고 남는 것으로, 이에 따라 의지의 준칙

은 보편적 법칙에 적합하게 되고, 행위의 객관적 원리인 실천법칙(도덕법칙)40)이 된다.41). 이것이 

29) GMM, 4:448. 

30) KpV, 5:15. 

31) MM, 6:213. 욕구 능력이란 “자기가 표상한 표상들의 대상 원인이 되는 능력”이다. (MM, 6:211).

32) GMM, 4:427/4:412.

33) GMM, 4:446. 

34) KpV, 5:19/MM, 6:221. �순수이성비판� 방법론에서는 실천적 자유는 경험에 의해 증명될 수 있다고 하

였다. (KrV, A802/B830). 

35) KrV, A802/B830. 

36) KrV, A534/B562. 

37) MM, 6:213. 

38) MM, 6:214. 

39) MM, 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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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법칙을 입법하는 의지의 원리이다: “의지가 자기의 준칙에 의해 자기 자신을 동시에 보편

적으로 법칙 수립하는 자로 볼 수 있는, 그런 준칙 이외의 것에 따라서는 행위하지 말라”42) 그렇

다면 실천적인 순수이성의 능력으로서 자유의지는 자연 필연성의 타율에 대하여 자율의 개념과 

분리할 수 없고, 동시에 자율의 개념은 보편적 실천법칙과 결합되어 있다. 자연 법칙이 모든 현

상들의 근거인 것처럼 보편적 도덕법칙은 자유의 이념 안에서 이성적 존재자의 모든 행위의 근거

가 된다.43) 그러므로 순수 실천이성의 능력으로서 보편적인 법칙 수립 능력은 모든 이성적 존재

자들에게 어떤 경우에든 동일하고 유일한 의지 규정 근거이면서 실천적으로 그 자체가 자유의지

이다.44) 말하자면,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는 오로지 자유의 이념 아래서만 자신의 의지이고, 자유 

의지는 실천적으로 모든 이성적 존재자들의 도덕적 행위의 필연적인 전제조건이다.45)    

자유의지의 실천적 필연성은 또한 정언명령을 가능하게 한다. 이성적 존재자로서 인간은 자신

을 물 자체의 예지세계의 성원으로도 보고 현상의 감성세계의 성원으로도 본다. 서로 이질적인 

세계의 종합이 이성적 존재자인 인간이다. 일체의 경험적 동인 없이 이성이 표상하는 선험적 원

리들(도덕 법칙과 원리들)의 근원인 ‘순수의지(pure will)’46)로서 인간은 예지세계의 성원이다. 예

지세계에서 인간은 신적 의지로 당위적 정언명령이 필요하지 않다. 순수 의지는 도덕법칙과 일치

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감성세계의 성원으로 인간은 감성적 조건들에 의해 촉발된 의지로서 

자연 필연성의 타율적 인과법칙에 지배를 받는다. 그러나 이성적 존재자로서 자유의지인 인간은 

예지세계의 성원이기 때문에 정언명령이 가능하다. 예지세계 성원이기만하면 도덕법칙으로부터 

촉발된 우리의 모든 행위는 의지의 자율에 적합하겠지만(would), 감성세계의 성원으로서 우리는 

자기 스스로 입법한 보편적인 도덕법칙에 따르지 않을 만큼 자유하다; 그러므로 감성세계에 속한 

의지의 행위는 동일한 의지이지만 예지적 순수의지의 자율에 적합해야 하는 바(ought),47) 감성적

으로 촉발된 타율적 의지가 자유의 이념 아래에서 예지 세계의 자율적 의지에 종합적으로 결합된

다. 다시 말해 실천 이성은 마땅히 해야만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하는 금지나 명령의 당위적 형식

을 띠고, 이전의 어떠한 경험적 실례가 없어도 행할 바를 지시명령(precept), 곧 정언명령 한다. 

여기에서 의지를 보편적인 객관적 법칙들(정언명령)에 적합하게 규정하는 실천적 강요로서 행위

의 필연성, 또는 법칙에 대한 존경으로부터 말미암은 행위의 필연성, 곧 의무의 개념이 도출된

다.48) 이러한 이성의 자유의지에 대한 의무의 규정, 곧 정언명령이 ‘순수 실천이성의 근본법칙

40) 보편타당하고 필연적인 실천법칙은 자연의 인과 법칙에 대해서 ‘자유법칙’ 또는 ‘도덕법칙’이고, 이 도덕

법칙과 합치된 행위를 ‘도덕성’이라고 한다. 다만 자유법칙에는 도덕법칙 외에도 사법적 법칙이 있는데, 

사법적 법칙은 단지 외적 행위들과 그 행위들의 합법칙성만 지시하며, 이 법칙에 합치한 행위를 합법성

이라고 한다. (MM, 6:214). 

41) KpV, 5:27.

42) MM, 6:434. 

43) GMM, 4:446-447/ 452-453. 

44) 예를 들면, 이성적이면서도 유한한 인간의 필연적인 요구인 행복은 의지의 불가피한 규정 근거이지만, 

이때 의지는 현상들의 인과적 자연법칙에 종속된다. 왜냐하면 행복은 주관의 쾌나 불쾌에 대한 특수한 

감정과 이 감정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요구에 근거를 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행복은 주관적으로는 

필연적인 의지의 준칙일 수 있으나, 객관적(보편타당한)으로는 의지를 충분히 규정하는 근거일 수는 없

다. (KpV, 5:25). 

45) GMM, 4:448. 

46) GMM, 4:390/KpV, 5:44/MM, 6:221.

47) GMM, 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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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law of pure practical reason)’이다: “너의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 입법 원

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위하라”49) 이 근본 법칙은 모든 도덕법칙의 최고 원리로서 

이에 상충되는 도덕법칙이란 있을 수 없는 엄연한 ‘순수 이성의 유일한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 

근본 법칙은 이성적 존재자인 모든 인간에게 직접 발견되는 자명한 원리로서 논증할 필요도 없고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는 필연적이고 보편타당한 선험적 종합 실천명제이다. 

3. 니체의 힘에의 의지

3-1. 예술가 형이상학에서 예술 생리학으로

이것(�음악정신으로부터의 비극의 탄생�)은 헤겔적인 역겨운 냄새가 나고, 몇몇 정식들은 쇼펜

하우어의 송장 썩은 냄새가 배어 있다. 형이상학으로 옮겨진 한 ‘이념’, 디오니소스적인 것과 

아폴론적인 것의 대립; 이 이념의 전개로서 역사자체; 비극으로 지양된 대립; 이 관점을 통해 

보면, 이전에 한 번도 서로 마주하지 않았던 것들이 갑자기 나란히 놓이고, 서로를 확증하면

서 이해된다.50)

위 인용구는 �음악정신으로부터의 비극의 탄생�(1872)에 대한 니체의 철학적 자기비판이다. 사

실 �음악정신으로부터의 비극의 탄생�에서 헤겔에 대한 직접적인 언술은 없지만, 니체는 그리스 

예술역사를 자연의 두 가지 예술 충동(힘) –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 –의 대립의 변

증법적 통일과정으로 전개한다.51) 아폴론적 충동과 디오니소스 예술 충동은 인간의 생리적(근본

적) 충동인데, 전자에서 비롯된 인간의 꿈은 조형적 예술과 서사로, 후자에서 비롯된 도취는 비조

형적 예술(음악, 서정시)로 표출된다. 그리고 아폴론적이면서 디오니소스적인 아티카 비극(attic 

tragedy)은 두 대립적 충동의 신비로운 통일이다. 디오니소스적인 것에 대한 아폴론적인 것은 광

란의 바다 위에 뱃사람이 의지하고 있는 조각배와 같이 고통과 모순이 가득 찬 현실세계의 특정

한 시공간(개체화의 원리)에 제한받는 개체이면서 이러한 현실세계를 꿈(가상)속에서의 꿈(가상)으

로 변용한 ‘아름다운 가상(형상)’으로서 ‘마야의 베일’과 같다.52) 이에 반해 아폴론적인 것에 대한 

디오니소스적인 것이 자연 전체에 스며들어 환희로 채워지는 강력한 봄기운처럼 개별화의 모든 

제한이 파괴되고 마야의 베일이 갈기갈기 찢기며 도취의 전율 속에서 ‘신비로운 근원적 일자’가 

자기 자신을 계시한다.53)

48) GMM, 4:400, 434/ MM, 6:222. 

49) KpV, 5:30. 

50) EH, 비극의 탄생, 2절.

51) 니체에 따르면 그리스 예술의 변증법적 통일의 역사는 5단계 - 거인적이고 야만적인 디오니소스적 철의 

시대(iron age), 아폴론적 호메로스 세계(Homeric world), 디오니소스적 충동의 범람, 아폴론적 도리스 

예술과 세계, 아티카 비극 –로 전개된다. 이에 대해서는 BT, 음악정신으로부터의 비극의 탄생, 4절을 참

조할 것. 

52) BT, 음악정신으로부터의 비극의 탄생, 1절. 

53) BT, 음악정신으로부터의 비극의 탄생, 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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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음악정신으로부터의 비극의 탄생�에서 니체의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의 

대립적 구상은 칸트의 현상의 감성세계와 물 자체의 예지세계, 그리고 이에 기초한 쇼펜하우어

(A. Schopenhauer, 1788~1860)의 표상과 의지의 세계라는 이분된 세계에 대한 영향사적 의식

이다. 니체가 칸트와 쇼펜하우어가 소크라테스의 이성주의의 한계를 증명했다고 보고, 그 증명과

정에서 윤리와 예술에 대한 그들의 개념적 파악을 ‘디오니소스적 지혜’라고 까지 높인 것인 이러

한 영향사적 의식의 증거이다.54) 또한 �음악정신으로부터의 비극의 탄생�의 바그너에게 바치는 

서문에서 니체가 “예술이 이 삶의 최고의 과제이고 진정한 형이상학의 활동”이라고 확신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여기에서 형이상학이란 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물 자체의 예지세계 또는 개체의 

표상 세계의 배후에 존재하는 형이상학적 근원적 의지(세계의지)와의 합일을 추구하는 ‘예술가의 

형이상학(artiste’s metaphysics)’이다; “내가 지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칸트와 쇼펜하

우어의 정신과 취향에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낯설고 새로운 가치평가를 그들의 정식에 따라 표현

하려고 힘썼던 점이다.”55) 그러나 니체가 예술을 바라보는 관점을 ‘예술가의 형이상학’에서 예술

가의 삶의 생리 조건을 탐구하는 ‘예술 생리학’으로 전환하였을 때, 전면적으로 드러나는 진정한 

현실적 대립 – 삶에 대한 퇴락적 본능(the degenerate instinct)과 최고의 긍정(the highest 

affirmation) -을 발견하고, 칸트와 쇼펜하우어의 영향력 아래서의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

적인 것의 대립을 지양한다.56) 삶에 대한 현실적 대립의 구도하에서 보면, 칸트와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고통과 원한을 가지고 현실적 삶을 등지게 하는 퇴락적 본능에서 비롯된 철학이기 때문이

다. 예를 들면, 물 자체의 예지세계에 속하는 초월적 이념들(영혼, 자유, 신)을 학적으로 인식 불

가능하면서도, 도덕적 의무행위와 그 행위의 귀책 가능성을 위해 요청하는 칸트의 윤리 형이상학

을 니체는 ‘뒷문 철학(backdoor philosophy)'라고 규정한다.57)

3-2. 데카당스와 개념의 우상 숭배자들

세계를 반은 ‘참된’ 세계로 반은 ‘가상’ 세계로 나누는 것은 그것이 그리스도교적인 방식이든 

칸트(궁극적으로는 교활한(underhanded) 그리스도교인)의 방식이든 단지 데카당스의 기표에 

지나지 않는다.58)

니체에 따르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생리적으로 그리스의 건강한 비극 정신을 해체하는 도

구로서 본능이 결여되어 있으며 본능에 저항하는 몰락하는 삶의 징후이고, 병든 강한 인간으로 

‘범죄자 유형’에 속한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에게 독배를 준 것은 그리스 아테네가 아니라 병든 

자기 자신이었다.59) 그리고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으로부터 그 이후 자연적 경향(본능)에 대해 억

압하면서 이성을 폭군으로 전면화시킨 퇴락적 본능의 철학을 데카당스의 역사로 정의하고, “본능

54) BT, 음악정신으로부터의 비극의 탄생, 19절. 

55) BT, 자기비판의 시도, 6절.

56) EH, 비극의 탄생, 2절.

57) TI, 어느 반시대적 인간의 편력, 16절.        

58) TI, 철학적 이성, 6절.

59) TI, 소크라테스의 문제, 1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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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싸워서 이겨야만 한다는 것”을 데카당스의 공식으로 정식화한다.60) 이러한 데카당스의 역사에

서 철학자들은 ‘병든 거미들’ 곧 ‘개념의 우상 숭배자들’로, ‘역사적 감각 결여와 생성이라는 관념 

자체를 증오하는 이집트주의’라는 공통된 특이체질을 가지고 있다. 말하자면, 그들은 ‘영원이라는 

개념 아래에서(sub specie aeterni)’ 모든 존재자들의 생성과 소멸의 사태를 개념의 미라로 탈역

사화하여, 그 사태를 부정한다: “존재하는 것은 생성하지 않는다. 생성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다.”61) 곧 존재하는 것은 이미 있는 것이고, 또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이미 없는 것이므로 생성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데카당스 철학자들에게 영원히 불변하는 ‘존재’의 세

계만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그 존재의 세계는 ‘참된(true)’ 세계로서 이성적 사유의 빛에 

의해서만 파악할 수 있는 바, 이성의 인식을 방해하는 기만자가 몸의 감성이고, 그 감성에 기초

해서 이루어진 현상의 감성세계는 존재세계의 환영으로 기만적인 ‘가상(illusory)’ 세계일 뿐이

다.62) 니체는 현상의 ‘감성세계’를 가상세계로 환원시키고 개념의 존재세계를 참된 세계로 꾸며

내는 데카당스 철학자의 특이체질을 삶을 비방하고 깔보고 탓하며 삶에 복수하는 퇴락적 본능의 

징후로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를 ‘참된’ 세계와 ‘가상’ 세계로 나누는 그리스도교적인 방식

과 칸트의 방식은 데카당스의 기표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니체에 따르면 그리스도교식 참된 세계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이후 이성적 사유로만 도달할 

수 있는 이데아의 이념이 더욱 정교하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진보하여 회개한 죄인들에

게 약속된 세계이다; 칸트에 이르러서 그리스도교식 참된 세계는 약속된 세계도 아니고 도달할 

수도 증명할 수도 없지만, 사유 가능한 물 자체의 예지세계로 이성적 존재자들의 의무와 정언명

령이 된다.63) 이 지점에서 니체는 데카당스 철학자들의 가상세계와 아폴론적 예술 표현으로서 가

상세계, 곧 삶의 실재로부터 선택되고 강조되고 수정된 가상세계를 명확하게 구별한다: “비극적

인 예술가는 염세주의자가 아니다. - 그는 의심스럽고 가공할 만한 모든 것을 긍정한다. 그는 디

오니소스적이다.”64) 칸트의 현상과 물 자체의 구분에 기초한 ‘예술가의 형이상학’에서 니체는 아

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의 대립을 ‘예술 생리학’에 있어서는 디오니소스적 도취의 두 

종류로 재해석한다. 아폴론적인 예술적 조형 행위를 위해서는 ‘생리적 예비조건’, 곧 도취가 필수

적이다. 다양한 도취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주체할 수 없이 넘쳐나고 부푼 의지의 도취’, ‘힘의 

충만과 고양의 느낌’이 도취의 본질이다. 이 도취 된 의지가 힘에의 의지이고, 이 의지로 탄생한 

예술에서 인간은 자신을 완전한 존재로 향유한다.65) 이에 반해 데카당스 철학자들이 구상한 참된 

세계는 인간을 쇠약하게 하고 피폐하게 하게 하는 반예술가적 작품이다. 그들의 참된 세계는 그

들이 기만적인 가상세계라고 부정하지만 힘에의 의지가 충만한 현상세계를 가리는 허구 세계일 

뿐이다. ‘예술 생리학’에서는 “‘현상(apparent)’세계가 유일한 세계이다.”66)

60) TI, 소크라테스의 문제, 11절.

61) TI, 철학적 이성, 1절. 

62) TI, 철학적 이성, 1절. 

63) TI, 어떻게 참된세계가 결국 우화가 되는가, 1~3절. 

64) TI, 철학적 이성, 6절.

65) TI, 어느 반시대적 인간의 피력, 8~10절. 

66) TI, 철학적 이성, 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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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힘에의 의지, 영원회귀의 세계

이 세계는 힘에의 의지이다 – 그리고 그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당신 자신조차도 이 힘에

의 의지이다 –그리고 그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67)

�힘에의 의지�의 마지막 구절이다. 니체의 ‘영원회귀(the eternal recurrence)’의 세계는 ‘힘

에의 의지(will to power)’의 사상에 입각한다. 칸트와 같이 니체에게 있어서 세계는 경험적으로 

실재하는 드러난 현상세계이다. 말하자면 세계는 감각직관의 형식인 시공간에 있는 것,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 있는 현상 세계이다.68) 그러나 칸트와 달리 니체에게 있어서 세계는 ‘현상에서 원

인의 무조건적 원인성’으로서 예지세계에 속하는 초월적 자유에 의해 작용하는 ‘현상 조건 계열

의 절대적 통일’이 아니다. 니체의 세계는 하나이면서 다수이다.69) 이 세계는 힘에의 의지이므로 

힘에의 의지도 하나이면서 다수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는 다수 개별자들의 실재성을 근거짓

는 형이상학적인 단일 실체가 아니다. 오히려 무규정적인 다수 질료의 통일성(또는 동일성)이며, 

그 통일성은 “오직 조직과 합동으로서만 통일성이다.”70) 곧 세계, 힘의 의지가 하나라는 것은 무

규정적 다수의 힘들의 조직적 통일성을 가리킨다. 그러나 여기서 조직적 통일성이란 무규정적인 

다수의 힘의 기저에 놓인 개념적 기체(hypokeimenon)나 다수의 힘들의 속성의 담지자로서 이념

적 물 자체 x에 의한 동일성이 아니라, 즉자적 차이의 통일성이다. 말하자면 즉자적 차이의 통일

성이 개념적 동일성을 선행한다. 그러므로 세계의 통일성은 무규정적 다수의 힘의 고정적 평형 

상태가 아니라, 역동적 비평형 상태를 지시한다. 왜냐하면 세계는 그들의 즉자적 힘의 차이로 인

해 끊임없이 상호 작용하는 힘의 장이고, 그 과정에서 세계는 생성과 소멸이라는 힘에 의지의 양

극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 “대립자의 투쟁에서 모든 생성이 발생한다.”71) 여기에서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니체의 다수 질료의 대립과 통일이라는 표현이다. 대립하는 질료는 

어떤 배타적인 원자적 실체, 곧 존재하기 위해서 그 어떤 다른 것도 필요하지 않고 독립적이면서

도 분할 불가능한 것과 같은 실체적 질료를 뜻하지 않는다. 니체에게 있어서 그러한 질료는 없

다. 또한 통일이란 이러한 실체적 질료가 대립하고 있다가 이를 지양하는 헤겔식의 이념의 변증

법적 통일이 아니다.72) 니체에게 있어서 하나의 통일체로서 세계는 즉자적 ‘힘과 힘의 파동들이 

작용하는 에너지의 바다’와 같다.73)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존재자는 단지 상대적 실존일 뿐이며, 

또한 같은 종류의 상대적 실존을 가진 타자를 통해서 그리고 이 타자와 더불어 존재한다.74)

그러므로 힘의 차이로 이한 대립과 통일은 세계의 내적 본질로 힘의 충만과 고양을 향한 힘에

의 의지이다. 이러한 까닭에 니체에게 전체적인 삶의 조건은 결핍이나 굶주림이 아니라, 오히려 

67) WP, IV, 1067절. 

68) 그리스 비극 시대의 철학, 5절. 

69) WP, IV, 1067절. 

70) WP, III, 561절.

71) 그리스 비극 시대의 철학, 5절. 

72) 초기 니체가 아폴론적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의 대립을 통한 예술가의 형이상학을 추구한 것처럼, 그

리스 비극 시대의 철학에서 그의 에서 후기 예술 생리학으로   

73) WP, IV, 1067절.  

74) 그리스 비극 시대의 철학, 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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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요와 호사 심지어 ‘탕진’이다. 그러므로 힘에의 의지의 관점에서 볼 때, 삶의 조건을 결여에 둔 

멜서스의 인구론이나 다윈니즘의 생존을 위한 투쟁과 자기 보존의 본능은 증명된 것도 아니고, 

차라리 예외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다윈이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생존을 위한 투쟁은 강자

는 불리하고, 계속해서 약자(무리)가 강자의 지배권을 쟁취해 왔기 때문이다. “어디엔가 투쟁이 

있다면, 그것은 힘을 위한 투쟁이다.”75) 또한 삶은 자신의 힘을 발산하고자 하는 의지이니, 자기 

보존이라는 것은 힘에의 의지가 나타나는 결과 중 하나일 뿐이다. 그러므로 자기 보존을 유기체

의 기본적인 본능을 정립하는 것에 대해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삶 그 자체는 힘에의 의지”이다.

또한 니체의 세계는 ‘힘에의 의지의 전개와 분기’로서 힘들이 더불어 춤을 추는 생성-소멸의 

원환운동(circular movement)이다. 그러므로 원환운동으로서 세계는 시작도 끝도 없으며 끊임

도 없다: “세계는 생성과 소멸로 유지된다....세계는 자신(itself)으로 살고, 자신의 배설물을 먹는

다.”76) 말하자면 어떤 생성된 세계의 소멸(배설물)은 사라짐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의 생성을 길

러내는 양식으로, 이는 세계의 그 시작과 끝이 서로 맞물려 회귀하는 원환 운동을 의미한다. 그

러므로 신학적 동기를 숨긴 채 논리적으로 장황한 절차로 ‘창조된(created)’ 세계를 논증하려는 

궁극적 시도는 미신시대의 흔적일 뿐이다. 또한 세계의 영원회귀는 칸트의 초월적 자유의 원인성

에 의해 담보되는 자연의 기계적 필연성과 다르다. 자연의 기계적 필연성은 작용인에 대한 최종

적인 상태로서 결과라는 인과적 연쇄 관계의 무한 반복으로, 모든 사건이 무한 시간 속에서 특정

한 시간 주기로 필연적으로 동일하게 돌아가는 결정론적 순환운동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연 필

연적 순환운동은 난장이의 ‘중력의 정신(the spirit of gravity)’이고77), 차라투스트라의 옆을 지

키던 동물들의 영원한 ‘존재의 수레바퀴(the wheel of being)’와 같다.78) 니체는 ‘중력의 정신’과 

‘존재의 수레바퀴’의 권태에 구역질을 내며, 차라투스트라를 통해 자신의 영원회귀 사상을 전개한

다. 이에 따르면, 세계는 무한 퇴행(infinite regress)과 무한 진보(infinite progress)가 맞물린 

‘지금(Instant) 여기(Here)’에서 새로움을 생성시키는 힘에의 의지이다: “매 지금 존재는 시작된

다; 바로 여기 주위를 저곳이라는 공이 구른다.”79) 바로 이 생성의 순간은 영원히 탈출 불가능할 

것 같은 ‘존재의 수레바퀴’를 상징하는 목구멍에 기어든 ‘뱀의 머리’를 물어뜯어 뱉어 버린 한 젊

은 목자의 힘에의 의지와 같다.80) 이렇게 생성이 세계의 되어감(존재)을 각인시킨다. 

니체는 이러한 자신의 영원회귀의 사상에 기초하여 루소의 근대적 진보개념(예를 들면 만민 평

등설)은 필연적 자연으로의 회귀에 기초한 바, 유럽의 19세기는 루소의 데카당스의 세기로 돌아

가려는 도덕적 피로한 본능일 뿐이라고 비판한다.81) 이에 반해 니체의 자연은 필연이 아니라 ‘우

연’이고, “자연은 과장하고 왜곡하며 틈새를 남긴다”.82) 그리고 세계의 영원회귀는 최종적인 어

75) TI, 어느 반시대적 인간의 편력, 14절.  

76) WP, IV, 1066절.

77) SZ, III, 환영과 수수께끼에 대하여, 1절. 난장이는 산 위쪽을 향해 쓸쓸하고 고독한 거친 길을 오르는 

차라투스트라를 경멸하며 위로 던져진 돌마다 반드시 떨어져야만 한다고 말한다. 

78) SZ, III, 회복 중에 있는 자, 2절. 차라투스트라의 옆을 지키던 동물들은 그에게 모든 것은 가고 모든 것

은 되돌아온다는 순환운동에서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79) SZ, III, 회복 중에 있는 자, 2절. 

80) SZ, III, 환영과 수수께끼에 대하여, 2절. 

81) TI, 어느 반시대적 인간의 피력, 48~50절. 

82) TI, 어느 반시대적 인간의 피력, 7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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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상태를 향한 필연적 자연으로의 회귀에 기초한 근대적 진보가 아니라, “높고, 자유로운, 심지

어 두려운 (우연적인) 자연과 자연적인 것”으로의 상승을 의미한다.83) 이러한 새로운 진보의 의

미에서 자연으로의 영원회귀는 힘의 충만과 고양을 향한 힘에의 의지인 것이다. 니체의 ‘동일한 

사건들의 무한 회귀’(an infinite recurrence of identical cases)라는 영원회귀의 원환 운동은 

이러한 힘에의 의지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84) 그러므로 힘에의 의지인 영원회귀의 세계는 

“더 이상 원인과 결과가 없는 영속적인 창조 활동” 그 자체이고,85) 영원한 자기창조와 영원한 자

기파괴의 디오니소스적 세계인 것이다.86)

3-4. 몸, 전체

나는(I) 전적으로 몸이고, 그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영혼은 단지 몸의 어떤 것에 붙여

진 말일 뿐이다. 몸은 하나의 큰 이성(a great reason), 하나의 의미를 가진 다수성, 전쟁과 

평화, 가축 떼와 목자이다. 나의 형제여, 네가 ‘정신(spirit)’이라고 부르는 것, 너의 작은 이성

(a small reason)도 또한 너희 몸의 도구, 곧 너의 큰 이성의 작은 일과 놀이(a small 

work-and playing)이다. 네가 “나(I)”라고 말하고 이 말을 자랑스러워한다. 그러나 너는 더 

큰 것 – 너의 몸과 그 큰 이성- 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그것은 나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행

한다.87)

니체에게 있어서 세계와 몸의 내적 본질은 힘에 있다. 세계가 힘의 충만과 고양을 향한 생성의 

힘에의 의지인 것처럼, 몸도 내부로부터 솟아나 흘러넘치는 힘에의 의지 그 자체이다. 마찬가지

로 세계와 몸은 구조는 같다. 현상세계가 유일한 세계이듯이, 드러난 ‘나(I)’는 몸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몸은 그 자체가 전체(totality)이다. 그러므로 몸을 경멸하는 자들(the despisers of the 

body)인 데카당스 철학자들과 그 대중기관인 그리스도교 사제나 목사는 가르치거나 설교해서도 

안 된다. 또한 ‘나’를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어린아이 같은 통념으로 말해서도 안 된다. 

나는 오로지 전체로서 몸, 곧 ‘큰 이성’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상세계와 예지세계, 감

성과 이성, 동물적 의사와 자유의사, 자율성과 예지적 자유 등으로 몸을 개별적인 것으로 분리하

고 후자를 전자의 현상에 대한 조건으로 사유하는 칸트는 몸을 경멸하는 자들에 속한다. 이에 반

해 니체에 따르면, 이성, 감성, 감정, 의지의 분리에 맞서 전체로서 몸의 온전성(wholeness)을 

추구한 괴테는 유럽적 사건이다. 니체의 괴테는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삶으로부터 등을 돌리지 않

고, 그 삶의 한복판에 자신을 두고 ‘자신에게, 자신 위에, 자신 안으로’, 삶을 온몸으로 받아들이

고 온전성을 추구하여 ‘자기 자신을 스스로 창조한’ 자기 극복자이다; 또한, 비현실적인 데카당의 

약함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것도 허용하고, 데카당스 시대에 삶을 더 이상 부정하지 않는 독실한 

현실주의자로서 ‘자유롭게 된 정신’이 니체의 괴테이다. 이 ‘자유롭게 된 정신’은 “몸 전체로 모

83) TI, 어느 반시대적 인간의 피력, 48절. 

84) WP, IV, 1066절.

85) WP, IV, 1059절.

86) WP, IV, 1067절.  

87) SZ, I, 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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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것은 구원받고 긍정된다”는 믿음 안에서 자기 운명을 사랑한다.88)

‘자기 자신을 스스로 창조한’ ‘자유롭게 된 정신’에게 모든 의식에 수반되는 칸트의 초월적 통

각89)과 같은 예지적 ‘나’는 작은 이성으로 큰 이성인 몸의 ‘도구’이고, 그 작은 이성적 사유의 도

약과 상승은 몸의 일과 놀이이다. 예를 들면, 몸이 고통을 느끼고, 몸은 어떻게 그 괴로움을 그치

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고, 마찬가지로 몸이 쾌락을 느끼고 몸은 어떻게 하면 계

속해서 쾌락을 지속시킬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it is 

supposed to think) 순간에 큰 이성인 몸은 작은 이성을 사용한다. 몸은 자기 자신을 위해 그 

힘에의 의지의 손으로 자신을 넘어 정신을 창조한다.90) 그렇다면 니체에게 의지는 정신을 창조하

는 몸의 활동 과정에 수반되거나 결여되어 있을 수 있는 것이고,91) 그 의지의 자유는 “행위, 창

조, 작용, 의욕에서 보이는 원숙함과 숙달의 표현, 안정된 호흡, 궁극적으로 도달된” 자유이다.92)

말하자면 자유의지는 힘에의 의지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니체의 힘에의 의지의 관점에서 볼 때, 

현상에서 원인의 무조건적 원인성인 자유의 이념과 그 실재가 발견되는 이성적 존재자의 행위의 

원인성으로서 자율과 그 도덕법칙은 아무런 설명을 주지 못하는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는 오류이

다. 니체에 따르면, 도덕과 종교의 모든 명제는 이러한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데, 특히 칸트의 정

언명령은 ‘이성의 커다란 원죄’이고 이 정식을 전도하는 것이 모든 가치평가를 재평가하는 출발

점이다.93) 이는 힘에의 의지의 본능을 분산하고 퇴화시키기 데카당스의 징후 때문이다.   

4. 율곡의 의지(志) 

4-1. 춘의(春意), 리기지묘의 세계

어떤 사람이 신(臣)에게 “리와 기는 일물(一物)입니까? 이물(二物)입니까?”라고 묻기에 대답하

기를, “선유의 가르침을 상고해 보면, 리와 기는 하나이면서 둘이요, 둘이면서 하나이다. 리와 

기가 혼연무간(渾然無間)하여 본래부터 서로 떠나지 않으므로(元不相離) 이물로 여길 수 없

다....그러나 (리와 기가) 서로 떠나지 않고 혼연무간할지라도 진실로 서로 뒤섞이지 않으므로

(實不相雜) 일물로 여길 수 없다....그러므로 두 가지 원리를 합해서 깊이 음미해 보면, 리기묘

합(理氣之妙)의 의미를 거의 알 수 있을 것이다. 대체로 리는 무형(無形)인데 기는 유형(有形)

이기 때문에 리통이기국(理通而氣局)94)이요, 리는 무위(無爲)이고 기는 유위(有爲)이기 때문에 

88) TI, 어느 반시대적 인간의 피력, 49절. 강조는 니체의 것임.

89) 이경배, 「선입견과 편견」, 『현대유럽철학연구』 54, 11~14쪽. 이경배는 초월적 통각을 편견과 선입견의 

제거한 텅 빈 대지 위에 진리를 정초하고자 한 데카르트와 베이컨의 계몽 이상과 달리 칸트의 과제를 프

랑스 혁명이라는 역사적 사건과 더불어 등장한 주체를 철학적으로 정의라고 본고 있다. 

90) SZ, I, 4절. 

91) TI, 네 가지 커다란 오류, 2절.

92) TI, 네 가지 커다란 오류, 4절.

93) TI, 네 가지 커다란 오류, 1절.

94) 율곡은 리통이기국에 다음과 같은 할주했다. �栗谷全書�, 卷二十, ｢聖學輯要｣二, <修己>上, “理通者,天

地万物同一理也, 氣局者, 天地万物各一氣也. 所謂理一分殊者, 理本一矣, 而由氣之不齋, 故随所寓,而各爲

一理, 此所以分殊也, 非理本不一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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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이리승(氣發而理乘)95)이다.,,,이것이 리기를 궁구하는 큰 단서이다”라고 하였습니다.96)

율곡에게 있어서 세계는 리기묘합의 세계이고, 이 세계를 두 가지 원리와 두 가지 이론으로 설

명한다. 두 가지 원리란, 리기 원불상리(元不相離)와 실불상잡(實不相雜)이다. 원불상리는 리와 기

가 혼연하여 그 어떤 틈도 없고 본래 서로 떠나지 않아서 이물로 볼 수 없다는 원리이다. 그 의

미는 리기묘합의 세계는 리와 기가 배타적인 원자론적 실체(리와 기가 각각 존재하기 위해 그 무

엇도 필요로 하지 않는 독립적 실체)로 이분화된 이원적 세계가 아니라는 뜻이다. 또한 실불상잡 

원리는 리와 기가 혼연무간하나 진실로 서로 뒤섞이지 않는다는 원리이다. 그 의미는 리와 기가 

어느 하나로 환원되어 리 또는 기에 의해 발생하는 일원적 세계가 아니라는 뜻이다. 리는 무형 

무위이고 기는 유형 유위로 어느 하나로 동일화될 수 없다. 율곡은 이 두 원리에 따라 리기묘합

의 세계를 두 가지 이론으로 전개한다. 두 가지 이론이란 세계를 형상적 측면에서 바라본 리통이

기국(理通而氣局)과 그 운동적 측면에서 바라본 기발이리승(氣發而理乘)이다. 말하자면 리통이기

국은 리기묘합적 세계의 존재 양태이고 기발이리승은 그 생성과 소멸 과정을 가리킨다. 다만 두 

이론에 주목할 점은 리통이기국(理通而氣局)과 기발이리승(氣發而理乘)에서 접속사 (而)는 원불상

리의 원리에 따라 시공간적 선후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아니라, 리와 기의 다름을 보존하면서도 

이분할 수 없는 묘합을 나타내는 계사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리와 기는 이물이 아니면서 일물도 

아니다. 하나이면서 둘이요 둘이면서 하나이다. 또한 두 이론에서 리와 기는 변증법적 운동을 가

능하게 하는 대립자가 아니다. 두 이론에서 모든 능동적 운동성은 기국(氣局)과 기발(氣發)에 있

고, 리통(理通)과 리승(理乘)은 수사학적 표현으로 실제 능동적으로 통하고 타는 것이 아니고 기

가 국하고 발하는 소이연(所以然: 그러한 까닭)이다. 

율곡은 『역수책(易數策)』에서 천지 만물의 생성과 변화 과정을 ‘리기묘합적 전개(理氣之玅用

)’97)라고 하였는데, 이를 리기의 ‘순환불이(循環不已)’와 ‘생생불식(生生不息)’의 측면으로 논할 수 

있다. 그 전개에서 순환불이, 생생불식 하는 것은 기이고, 기가 순환불이하고 생생불식 하는 까닭

(이유)이 리이다. 그리고 순환불이는 음양을 일기(一氣)로 말하는 것이고, 생생불식은 음양을 대대

하여 이기(一氣)로 말한 것이다.98) 리기의 순환불이에 관한 한, 차라투스트라의 옆을 지키는 짐승

들이 말하는 탈출 불가능한 ‘존재의 수레바퀴’의 원환 운동처럼, “음양 양단의 순환은 한 순간도 

멈춘 적이 없다....음이 다하면 양을 낳고 양이 다하면 음을 낳아 한번은 음하고 한번은 양하고

”,99) “시작도 끝도 없고, 그 밖도 없으니, 일찍이 동하지 않고 정하지 않은 적이 없다.”100) 그리

95) 율곡은 기발이리승에 다음과 같은 할주했다. �栗谷全書�, 卷二十, ｢聖學輯要｣二, <修己>上, “陰陽動静, 

而太極乘之, 發者氣也, 乘其機者理也, 故人心有覚, 道體無爲, 孔子曰, 人能弘道,非道弘人.”

96) �栗谷全書�, 卷二十, ｢聖學輯要｣二, <修己>上, 59b-60a, “有問於臣者曰, ‘理氣, 是一物, 是二物.’ 臣答

曰, 考諸前訓, 則一而二, 二而一者也. 理氣, 渾然無間, 元不相離, 不可指爲二物....雖不相離, 而渾然之中, 

實不相雜, 不可指爲一物....合二說而玩索, 則理氣之妙, 庶乎見之矣. 論其大槪, 則理無形而氣有形, 故理通

而氣局, 理無爲而氣有氣, 故氣發而理乘....此是窮理氣之大端也.” 

97) �栗谷全書�, 卷十四, ｢雜著｣一, <易數策>, “一理渾成, 二氣流行, 天地之大, 事物之變, 莫非理氣之玅用

也.” ‘玅(묘)’는 ‘妙(묘)’의 이체자이다.

98) �栗谷全書�, 卷三十一, ｢語錄｣上, 34b, “曰, 陰陽, 或謂之一氣, 或謂之二氣者, 何也. 曰, 以循環言之,則

謂之一氣, 以對待言之, 則謂之二氣也.”  

99) �栗谷全書�, 卷九, ｢書｣一, <答朴和叔>, “大抵陰陽兩端, 循環不已, 本無其始. 陰盡則陽生, 陽盡則陰生, 

一陰一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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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음양의 순환을 떠나 리가 홀로 존재하는 때란 없고, 음양의 일동일정 순환에 무소부재 한다는 

의미에서 리는 음양 순환의 그러한 근본이 된다.101) 그러나 리기의 이와 같은 순환불이는 창발성

이 없는 칸트의 자연 필연적인 인과적 연쇄 운동이 아니다. 리기묘합의 ‘순환불이’는 ‘생생불식’

의 원환 과정이기 때문이다.

율곡에 따르면, 순환불이 하는 일기는 원기(元氣)이고 이 원기가 유행하면서 생생불식 하여 천

지를 낳으니, 이 천지가 다하여도 다시 새로운 천지가 출현한다.102) 생생불식 하는 “원기는 만 

갈래로 갈라져 나뉘어도 더해지거나 덜해지는 것 없이 언제나 새롭게 낳고 낳는 창발적인 ‘신기

(新氣)’이다. 비유하자면 담수가 넘치거나 줄어들지도 않으나 가는 것은 지나가고 오는 것이 이어

지니 날마다 항상 새롭고 묵은 것이 아니다.”103) 이와 같은 원기의 유행과 생생불식 하는 ‘신기’

에 묘합한 유행지리(流行之理, 원기의 유행에 탄 리)와 생생지리(生生之理, 낳고 낳는 이치로 신

기에 탄 리)가 천도(天道)이다. 천(天)은 오로지 낳는 낳는(生生) 것을 도(道)로 삼은 것인데, 이는 

저절로 그러한 것이다. 이 낳고 낳는 이치, 곧 천도를 잇는 것이 곧 선(善)이며, 이 천도를 이룬 

것이 성(性)이다. 그러므로 리기묘합의 생성과정은 무구한 것이고, 만물은 각각 천도를 이룬 것으

로 그 자체로 선하다. 또한 천도를 이룬 만물에는 이 생생지리가 갈마들어 있고, 만물은 모두 이 

생생지리를 발산하려는 의지가 있다. 율곡은 이 생생지리를 발산하려고 하는 의사(意思)를 봄처럼 

생동한다는 의미에서 ‘춘의(春意)’라고 하였다.104) 그렇다면 리기의 묘합의 세계인 천지와 만물은 

그 본연의 성에 있어서 동일하게 선하고, 생생지리를 발현하려는 ‘춘의’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4-2. 천지의 지(志), 기(氣)의 장수(帥)

율곡에 따르면, 기에는 대소(大小, 큼과 작음), 편정(偏正, 기울어짐과 바름), 후박(厚薄, 두터움

과 얇음), 청탁(淸濁, 맑음과 탁함)의 질이 있는데, 이에 따라 천지와 만물의 다양 다종한 생명이 

생성된다. 천지105)는 생생지리의 춘의를 이어 만물 중에 가장 크고 바르고 후한 기질을 얻은 생

기(생명력의 근원)로서 만물을 생성한다. 만물의 생성하는 천지의 생기에 관한 한, 건곤(乾坤)을 

부모로 비유하고 있는 장횡거의 『서명』에 대한 주회암의 주해를 율곡은 인용한다: “건은 양(陽)이

100) �栗谷全書�, 卷九, ｢書｣一, <答朴和叔>, “陰陽、無始也、無終也、無外也。未嘗有不動不静之時”   

101) �栗谷全書�, 卷九, ｢書｣一, <答朴和叔>, “一動一靜一陰一陽, 而理無不在, 故聖賢極本窮源之論, 不過以

太極爲陰陽之本. 而實本無陰陽未生, 太極獨立之時也.” 

102) �栗谷全書�, 卷三十一, ｢語錄｣上, “大抵元氣生生不息, 故此天地雖終, 而後天地亦從而出也. 曰,  此言

是.” 

103) �栗谷全書�, 卷三十一, ｢語錄｣上, “曰, 元氣分數, 雖無加減, 而常生生底乃新氣也. 譬如潭水, 雖無盈縮, 

而往者過來者續, 日常新而非舊也.……曰, 此言是.”

104) “춘의(春意)”는 『周易』 繋辭上傳, “（一陰一陽之謂道）繼之者善也, 成之者性也”를 주해한 정이천의 말

에 나오는데 율곡은 이를 인용한 것이다. 『栗谷全書』 二十, ｢聖學輯要｣二, <修己>二上, 窮理章第四, “程

子曰, 生生之謂易, 是天之所以爲道也. 天只是以生爲道, 繼此生理者, 卽是善也. 善便有一箇元底意思, 元

者, 善之長, 萬物皆有春意, 便是繼之者善也. 成, 却待萬物, 自成其性, 須得.” 정이천의 문구는 『二程集』 

｢二程遺書｣二上에 보인다.  

105) 율곡에 따르면, 양기의 가장 크고 가장 바르고 가장 후한 것은 그 동이 극에 달하여 그 리는 하늘(天)

이 되고, 음기의 가장 크고 가장 바르고 가장 후한 것은 그 정이 극에 달하여 그 리는 땅(地)이 된다. 

『栗谷全書』拾遺卷五, ｢著｣二, <壽夭策>, “陽氣之最大最正最厚者、極其動之之理而爲天、陰氣之最大最正

最厚者、極其靜之之理而爲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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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곤은 음(陰)이다. 이 천지의 기는 천지에 충만하고, 인물(人物, 사람과 그 외의 모든 사물)은 

이를 바탕으로 몸을 이룬 것이다. 건은 건(健)이요, 곤은 순(順)이다. 이 천지의 의지(志)는 기(氣)

의 장수이고, 인물은 이를 실현하여 성(性)을 이룬 것이다.”106) 천지를 음양의 생기로 말하면 건

곤(乾坤)이고, 음양의 생리로 말하면 건순(健順)이다.107) 요약하면, 인물은 천지의 생기를 바탕으

로 한 몸이고, 인물 안에 있는 생리, 곧 성(性)은 천지의 의지(志)의 실현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천지의 생리와 생기의 분수(分數)는 온전히 헤아릴 수 없고, 만물은 천지의 여분일 뿐이다.108)

『어록』에 따르면, 율곡의 문인 사이에 “만물이 천지의 기로부터 생성되어 형체를 갖춘 뒤에는 

각각 일기가 되어 천지의 기와 관계없이 종별 생식적 결합에 따라 번식한다”고 강론한 사람이 있

었던 것 같다; 이에 문인 김진강은 “음양이기가 천지에 충만하고 사람의 일상생활은 이 기속에 

둘러싸여 생활한다. 그러므로 생식적인 성적결합에 유기(游氣)가 합해져서 인물이 생성한다”고 하

였는데, 율곡은 진강의 대답을 수긍하였다.109) 인용구의 유기는 천지에 충만한 천지의 생기의 다

른 이름으로, 음양의 생생불식의 측면이다. 110) 천지의 기가 사람의 성생활에 참여한 예는 순(舜)

의 탄생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율곡은 순이 성인에 이른 것은 “부모의 기는 분수가 적고, 천지

의 기는 분수가 많으므로 아버지 고수의 탁한 기가 천지의 맑은 기를 필적할 수 없었기 때문”이

라고　하였다.111) 그러나 부모의 기가 천지의 기보다 분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기 없이는 

천지의 기는 의거할 곳이 없어 생리가 끊겨 화육하지 못한다. 그래서 천지의 기와 부모의 기의 

차이에 대해 율곡의 문인들이 서로 더불어 의견을 나눌 때, “그 근본을 추구하면 일기일 뿐이지

만, 그것이 기에 국한된 것으로써 논하면 부모와 천지는 각각 그 일기를 가지고 있다. 대저 부모

의 기가 없으면 천지의 기는 기댈 곳이 없어서 형상화하는 리가 끊어질 것이다”라고 논한 것이

다.112) 천지의 만물을 생하고자 마음도 부모의 생식적 결합에 의한 정의 소통 없이는 화육할 수 

106) 『栗谷全書』二十四, ｢聖學輯要｣六, <爲政>四上, 3a, “(西銘曰）乾稱父,坤稱母, 予玆藐焉, 乃混然中處.

（朱子曰, 以藐然之身, 混合無閒, 而位乎中.) 天地之塞, 吾其體, 天地之帥, 吾其性. (朱子曰, 乾陽坤陰, 

此天地之氣塞乎兩間, 而人物之所資以爲體者也. 乾健坤順, 此天地之志爲氣之帥, 而人物之所得以爲性者

也. 深察乎此, 則父乾母坤, 混然中處之實, 可見矣.）

107) 『栗谷全書』十九, ｢聖學輯要｣一, <統說>一, 12b, “健是陽之理, 順是陰之理, 五常之徳, 乃仁義禮智信, 

是五行之理也.” 

108) 『栗谷全書』拾遺卷五, ｢著｣二, <壽夭策>, “天地萬物之理、則一太極而已、其氣、則一陰陽而已。其爲氣

也、有大小焉、有偏正焉、有厚薄焉、有淸濁焉。淸者、陽之氣、而濁者、陰之氣也。陽氣之最大最正最厚

者、極其動之之理而爲天、陰氣之最大最正最厚者、極其靜之之理而爲地。天地得氣之最厚者、故其數不可

量已、萬物者、天地之餘耳.”  

109) �栗谷全書�, 卷三十一, ｢語錄｣上, 33b-36a, “齋中諸友, 相與講論曰, 當初氣化之時, 萬物做出於二氣之

氤氳, 而及其形化之後, 萬物各一其氣, 牛生牛, 馬生馬, 而天地之氣無與焉. 振綱答曰, 陰陽二氣, 充塞兩

間, 人之動靜云爲, 皆囿於是氣之中, 故構精之際, 游氣合而生人物也. 是以, 先儒曰, 人居天地之氣中, 如

魚之在水中也.…(중략)…曰, 陰陽五行對擧, 則有異耶. 曰, 陰陽氣也, 五行質也.…(중략)…先生曰, 此段議

論, 大槪亦是. 但以陰陽爲氣, 五行爲質則恐非也. 摠言之則陰陽, 而分言之則五行也, 五行也有氣質.” 율곡

은 “이 논의가 대체로 옳다”고 하면서 지적한 곳은 인용한 김진강의 대답이 아니라, 이후에 논의된 음양

과 오행에 관한 논의로, “음양을氣로, 오행을 質로 말하는 것은 아마도 그른 것 같다”고 하였다.   

110) �栗谷全書�, 卷三十一, ｢語錄｣上, 3b, “問, 陰陽循環不已之中, 游氣出焉. 陰陽之氣本淸, 而及其游氣之

生焉, 然後始分淸濁乎. 曰, 陰陽游氣, 非是兩氣. 以生生言之, 則謂之游氣, 以循環言之, 則謂之陰陽也.”

111) �栗谷全書�, 卷三十一, ｢語錄｣上, 3b, “問, 男女構精之際, 游氣合於其間, 然後人得而生焉. 舜之生也, 

瞽叟之氣雖濁, 而稟游氣之至淸, 故爲聖人耶. 曰, 然. 大抵父母之氣分數少, 天地之氣分數多, 故瞽叟之濁

氣, 不能當天地之淸氣, 此舜之所以爲聖人也. 譬如一勺辛水, 投於一瓮蜜水, 則辛味渾化爲甘味也.” 

112) �栗谷全書�, 卷三十一, ｢語錄｣上, 33b-34a, “曰, 然則天地之氣, 父母之氣, 一而無異耶. 曰, 推其本則

一氣而已, 以其局於氣而論之, 則父母天地, 各一其氣也. 大抵無父母之氣, 則天地之氣無所寓, 而形化之理

絶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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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것이다.  

  

4-3. 인간의 의지(志), 수기치인의 출발점

율곡에게 있어서 성(性)은 마음에 있는 리(理)이고, 심(心)은 허령(虛靈) 지각(知覺)하는 기(氣)이

다.113) 정(情)·의(意)·지(志)는 모두 심(心)의 발용이다.114) 정은 내외부의 자극에 감응하는 것(感而

遂通) 것이고, 의(意)는 정의 실마리를 찾아 생각하는 것(紬繹商量)이다.115) 그리고 지(志)는 의

(意)의 사고 활동을 마치고 마음이 갈 방향을 정한 의지(心有所之)이다. 말하자면 의지(志)는 결심

으로 행동으로 나아갈 결정적인 계기인데, 율곡은 이 의지를 선악의 분기점이라고 했다.116) 그러

나 의지가 선악의 분기점이라는 말은 선악이 의지로 말미암아 처음으로 나누어진다는 말이 아니

다. 막 발한 심의 정(情)에 이미 선악이 있는데, 그 선악의 실마리를 찾는 의(意)를 정성스럽게 

하여 선을 굳게 지킨다는 뜻이다.117) 말하자면, 율곡은 선악의 실마리를 인심(人心) 도심(道心)에

서 찾는 바, 발한 정이 도심이면 확충(擴充)하고 인심이면 정찰(精察)하여 도심으로 절제하고 도

심에 청명(聽命)하여 과·불급(過·不及)의 악에 구속되지 않도록 격물치지(格物致知), 성의(誠意), 

정심(正心)하려는 마음의 확고한 지향이 의지이다. 그러므로 선과 악의 분기점이란 궁극적으로 천

리(天理)와 인욕(人慾), 요순(堯舜)과 걸척(桀跖), 왕도와 패도, 곧 선과 악의 변환점이다. 그러므

로 소위 율곡의 인심(人心) 도심(道心)의 ‘불능상겸(不能相兼)’과 ‘상위종시(相爲終始)’에 관한 이

론은 이와 같은 의지에 대한 이해에 입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情)은 인심의 형기(形氣)의 

사적 의도에서 발한 것이거나 도심의 성명(性命)의 바른 이치(正理)라는 공적 의도에서 발한 것으

로 서로 겸할 수 없다. 그러나 정의 단서를 궁리하는 의(意)의 과정에서 도심이 이를 굳게 지키

려는 의지에 머물지 않으면 정리를 거스르는 인심으로 흐를 수 있고, 인심이 그 시작에서는 정리

를 거슬렸으나 의지로 인해 이를 깨달아 절제하여 굴복하지 않고 인욕을 따르지 않으면 도심으로 

끝나는 것이다.118)

다만 인심 도심의 ‘상위종시(相爲終始)’론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이 있다. 율곡에게 있어서 

인심과 도심은 발한 의도에 따른 두 이름이나 하나의 마음에서 발한 정을 가리키는 것이고,119)

또한 그 자체가 선과 악으로 갈라칠 수 없다. 만약 사적 의도에서 발한 인심의 정이 정리를 거스

113) �栗谷全書�, 卷十二, ｢書｣四, <答安應休>, “性理也, 心氣也, 情是心之動也.”

114) 『栗谷全書』二十, ｢聖學輯要｣二, <修己>二上, “情・志・意, 皆是一心之用也.” 

115) �栗谷全書�, 卷十四, ｢雜著｣一, 33b, “須知性心情意只是一路, 而各有境界, 然後可謂不差矣. 何謂一路. 

心之未發爲性, 已發爲情, 發後商量爲意, 此一路也. 何謂各有境界. 心之寂然不動時, 是性境界, 感而遂通

時, 是情境界, 因所感, 而紬繹商量爲意境界. 只是一心, 各有境界.”

116) 『栗谷全書』二十, ｢聖學輯要｣二, <修己>二上, 59a, “志者, 心有所之之謂, 情既發而定其趨向也, 之善之

惡, 皆志也.”   

117) 『栗谷全書』二十, ｢聖學輯要｣二, <修己>二上, 5b, “所謂定志者, 一心誠意, 擇善而固執之也.” 「擇善而固

執」은 『中庸』의 「誠之者, 擇善而固執之者也」라는 문구에서 보이는 말이다. 

118) �栗谷全書�, 卷九, ｢書｣一, <答成浩原>, 34b, “人心道心相爲終始者, 何謂也. 今人之心, 直出於性命之

正, 而或不能順而遂之, 閒之以私意, 則是始以道心, 而終以人心也. 或出於形氣, 而不咈乎正理, 則固不違

於道心矣. 或咈乎正理, 而知非制伏, 不從其欲, 則是始以人心, 而終以道心也.” 

119) �栗谷全書�, 卷十, ｢書｣二, <答成浩原>, 4b, “人心道心雖二名, 而其原則只是一心.” 이 인심 도심의 이

론에서  퇴계와 율곡이 갈라진다. 퇴계는 사단칠정의 리기호발로 주장했는데 그 근원을 살펴보면 바로 

인심도심을 명칭이 아니라 정이 발하는 두 근원으로 본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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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는 인욕으로 흘렀다면 불선한 것이지만, 정리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도심과 다르지 않다. “도

심은 순전히 천리이므로 선만 있고 악은 없지만, 인심에는 천리와 인욕이 있기 때문에 선과 악이 

있고,” 몸의 생리적 욕구는 “성인도 피할 수 없는 바, 이것은 천리이고”, “식색(食色)의 생각이 

지나치게 흘러 악하게 되는 것이 인욕”이라 하였다.120) 그렇다면 배고프면 먹고, 추우면 입고, 성

인이 된 사랑하는 남녀가 몸을 나누려는 인심은 오히려 생생지리의 천도를 잇는 것이고, 천도를 

잇고 천리의 도심을 굳건히 지키기로 결심이 바로 의지이다. 율곡이 ‘심은 몸(一身)의 주재이다’

고 할 때 심의 주재는 정밀하게 말하면 의지를 가리키고, 의지가 ‘기의 장수’라고 한 것도 의지가 

형기를 제어하고 지도하고 이끄는 기능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율곡은 의지에 대한 논의를 정(情)-의(意)-지(志)라는 일련의 마음 작용의 순서뿐만 아

니라, 그 역으로도 전개하고 있다. “지(志)는 의(意)가 정해진 것이고, 의란 지가 아직 정하여지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 지(志)가 의(意)의 사고 활동 후에 있는 듯하나, 혹 지가 먼저 서면 의가 뒤

따라 사고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고, 혹 의(意)의 사고 활동 후에 지가 뒤따라 정해지는 것도 있

으니, 일률적으로 개론할 수 없다.”121) 율곡이 『성학집요』 의 첫 조목122)에 입지장(立志章)을 두

어 배움의 첫 번째가 의지를 세우는 것이라 한 것123)과 『어록』에서 배움의 시작은 천도를 잇는 

선을 행하고 인욕의 악을 버리려는 의지에 있음을 권면한 것124)은 좋은 예인데, 여기에서 입지란 

마음의 도덕적 방향성을 뜻한다. 율곡은 『학교규범』에서 “배우는 자는 먼저 모름지기 의지를 세

워 도(道)를 자신의 책임으로 떠맡아야 한다”고 하였는데,125) 이는 『논어』 술이(述而)의 “도에 마

음의 지향을 두라(志於道)”는 문구를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회암 주희(晦庵 朱熹, 1130~1200)

는 지(志)와 도(道)에 관해서 “지(志)라는 것은 마음의 지향을 말하는 것이고, 도(道)라는 것은 사

람이 일상생활에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다”고 주해했다.126) 율곡은 회암의 해석과 함께 서산 진

덕수(西山 陳德秀, 1178~1235)의 “의지는 덕에 나아가는 기본이고, 성현은 이 의지를 배움의 출

발점으로 삼았으니, 아무리 멀어도(遠) 이르지 못할 것 없고, 아무리 견고해도(堅) 들어가지 못할 

것도 없다”는 문구와 북계 진순(北溪 陳淳, 1159~1223)의 “의지를 세운다는 것은 마음이 온전히 

도를 지향하는 것이니, 만약 하다가 말든지 중도에 물러설 의사가 있다면 이는 의지라고 말할 수 

없다”는 문구로 의지의 본의를 밝혔다.127) 또한 율곡은 「옥당시폐소(玉堂時弊疏)」에서 나라의 치

120) �栗谷全書�, 卷十四, ｢說｣, <人心道心圖說>, 4b “道心純是天理, 故有善而無惡. 人心也有天理也有人

欲, 故有善有悪. 如當食而食, 當衣而衣, 聖賢所不免, 此則天理也. 因食色之念而流, 而爲惡者, 此則人欲

也.”

121) �栗谷全書�, 卷二十, ｢聖學輯要｣二, <修己>上, 59a, “志者, 意之定者也, 意者, 志之未定者也. 似乎志

在意後, 然或有志先立, 而意隨而思者, 或有意先經營, 而志隨而定者, 不可以一槪論也.” 

122) 성학집요의 수기상의 제1장은 수기총론이지만, 그 조목상으로 볼때는 제2장인 입지가 첫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123) �栗谷全書�, 卷二十, ｢聖學輯要｣二, <修己>上, 3b, “學莫先於立志.”

124) �栗谷全書�, 卷三十一, ｢語錄｣上, 43b, “是日, 在坐者二十人與歌, 而先生和之. 因警諸生曰, 初學功夫, 

爲善去惡而已, 今日在坐諸君, 他日皆爲善而無惡. 則吾之望也, 諸君勉旃.”  

125) �栗谷全書�, 卷十五, ｢雜著｣二, <學校模範>, 34a, “一曰立志, 謂學者先須立志, 以道自任. 道非高遠, 

人自不行. 萬善備我, 不待他求. 莫更遲疑等待, 莫更畏難趦趄. 直以爲天地立心, 爲生民立極, 爲往聖繼絶

學, 爲萬世開太平爲標的.“

126) 『論語集註』述而, “子曰, 志於道（志者, 心之所之之謂, 道則人倫日用之閒, 所當行者, 是也）.”

127) �栗谷全書�, 卷二十, ｢聖學輯要｣二, <修己>上, 3b, “眞氏曰, 志者, 進德之基, 聖賢發軔乎此,無遠不達, 

無堅不入....北溪陳氏曰, 志於道, 是心全向於道, 若有作輟退轉底意思,便不得謂之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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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과 흥망도 의지의 지향하는 바에 달려 있음을 논하였으니,128) 도에 마음의 지향을 두는 의지는 

수기(修己)와 이를 미루어 가정, 나라, 천지에로 나아가는 치인(治人)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의(意)에 대한 입지의 우선성은 『격몽요결』 10개조의 제1조항 입지장(立志章)에 분명

하고, 그 핵심 내용은 편변되 기질을 고쳐 다스리는 ‘교치기질(矯治氣質)’에 있다. 

생각해보건대, 중인(衆人)과 성인(聖人)은 그 본성은 동일하나 기질에는 청탁·수박의 차이가 

없을 수 없다....사람의 본성은 본래 선하고 예나 지금이나 현명함과 어리석음의 다름이 없는

데, 성인은 어떠한 연고로 성인이 되고 나는 어떠한 연고로 중인이 되는가? 의지(志)를 바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말미암아 의(意)의 사고 활동에도 앎에 이르지 못하고, 그 행동

도 돈독(敦篤)하지 못한 것이다.129)  

그럼 어떻게 의지를 바로 세우는 것이 가능한가? 기질에 구애받지 않는 마음의 허령지각에 있

다. 

사람의 용모는 못생긴 것을 바꿔 곱게 할 수 없고, 그 체력은 약한 것을 바꿔 강하게 할 수 

없고, 그 신체는 짧은 것을 바꿔 길게 할 수 없다. 이는 이미 정해진 분수이므로 고칠 수 없

기 때문이다. 다만 마음에 의지가 있다면 어리석음을 지혜로운 것으로 바꿀 수 있고, 못남을 

현명한 것으로 바꿀 수 있다. 이는 마음이 허령(虛靈)해서 부여받은 기질에 구애받지 않기 때

문이다....사람이 이 의지를 보존하고 견고히 하고 물러서지 않으면 도에 가깝다고 할 수 있

다.130)

상술했듯이, 천지는 지극히 바르고 통한 기로 만물을 생성하는 생생지리를 도로 삼은 생명력의 

근원으로 발산과 응축의 힘은 헤아릴 수 없다. 또한 천지의 마음은 사적 의도가 없는 공평무사한 

마음이므로 따로 의지를 세울 필요가 없다. 만물은 편향된데다가 막힌 기질로 인해 의지를 세울 

수 없다. 사람에게도 그 청탁(淸濁, 맑음과 탁함)·수박(粹駁, 순수함과 잡박함)의 분수 된 기질에 

따라 만 가지로 다름이 있고, 이미 분수 된 형기의 질은 바꿀 수 없다. 그러나 천지의 바르고 통

한 빼어난 기(秀氣)를 얻은 허령(虛靈)한 마음으로 자신을 구애하는 기질을 꿰뚫어 알고(洞徹) 탁

한 기질을 바꿔 맑게 할 수 있고, 잡박한 기질을 바꿔 순수하게 하여 본연의 성을 회복할 수 있

다.131) 그러므로 편벽된 기질을 고쳐 다스리는 수위의 공(修爲之功)은 사람에게만 있고, 성인과 

128) �栗谷全書�, 卷三, ｢疏箚｣一, <玉堂陳時弊疏>, 27a, “所謂定聖志以求實效者, 一國之治亂, 係於一人, 

一人之臧否, 係於一心, 一心之所之, 謂之志.是故, 志乎善, 而與治同道, 則罔不興, 志乎惡, 而與亂同事, 

則罔不亡.” 

129) 『栗谷全書』卷二十七, ｢擊蒙要訣｣二, <立志章>, 4a, “蓋衆人與聖人, 其本性則一也, 雖氣質不能無淸濁

粹駁之異....人性本善, 無古今智愚之殊, 聖人何故獨爲聖人,  我則何故獨爲衆人耶. 良由志不立. 知不明, 

行不篤耳.” 

130) 『栗谷全書』卷二十七, ｢擊蒙要訣｣二, <立志章>, 4a, “人之容貌, 不可變醜爲妍, 膂力不可變弱爲强, 身

體不可變短爲長. 此則已定之分, 不可改也. 惟有心志, 則可以變愚爲智, 變不肖爲賢.  此則心之虛靈,不拘

於稟受故也....人存此志, 堅固不退, 則庶幾乎道矣.” 

131) �栗谷全書�, 卷十, ｢書｣二, <答成浩原>, 3a-3b, “天地得氣之至正至通者, 故有定性而無變焉, 萬物得氣

之偏且塞者, 故亦有定性而無變焉. 是故, 天地萬物, 更無修爲之術. 惟人也得氣之正且通者, 而淸濁粹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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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인의 차이는 부여받은 기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질을 바꾸려는 의지(志)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수위의 교치기질을 통해 마음의 지기(志氣)를 날마다 기르면 편향된 것이 바르고 막힌 것

이 통하여 호연지기(浩然之氣)가 성대하게 흘러서 천지에 가득해지니 천지와 한 몸(同體)이 된

다.132) “사람은 천지의 마음이므로, 사람의 마음이 바르면 천지의 마음도 바르고, 사람의 기가 순

하면 천지의 기도 순한 것이다”133)

5. 향연 뒤풀이, 몸에 대한 수사학적 스케치  

이상 칸트의 자유의지, 니체의 힘에의 의지, 그리고 율곡의 의지(志)에 대해 키워드를 중심으로 

의지의 향연을 펼쳤다. 이제 그들과 향연을 뒤풀이하면서 그들이 의지의 철학이 어떻게 ‘몸과 욕

망’을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다룰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수사학적 스케치를 해

보자. 

칸트의 자유의지는 이성의 초월적 자유 이념의 현실화 과정134)에서 이성적 존재자의 자발적인 

실천이성 능력이다. 실천 이성의 능력은 이성적 존재자의 자기 입법(보편적이고 필연적인 도덕법

칙)과 준법(자치) 능력으로서 자율이다. 그런데 이성적 존재자인 인간은 예지세계의 성원으로 그 

의지의 행위가 도덕법칙과 일치하면서도, 감성 세계의 성원으로서 감성적 조건에 촉발되는 의지

로 인해 자연 필연성의 타율적 인과법칙에 종속된다. 이때 자유의지를 가진 이성적 존재자에게 

도덕법칙은 당위적 정언명령의 성격을 띤다. 그러니까 예지세계의 초월적 자유 이념이 현실 세계

의 이성적 존재자인 인간의 자율적 도덕법칙으로 내면화된 것이다. 칸트는 �실천이성비판� 결론

부의 첫 구절에서 이를 “내 위의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안의 도덕법칙(the starry heavens 

above me and the moral law within me)”으로 찬탄했다. 그렇다면, 그의 자유의지는 감성세

계(감성적 의지)와 예지세계(순수의지)의 분리와 이를 결합하는 선험적 종합 실천 명제(도덕법칙)

의 존재 근거가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칸트의 자유의지를 통해 몸과 욕망에 대한 그의 무의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성이 자유 이념을 실재화 하는 과정은 예지세계와 현상(현실)의 감성세계

의 이분법적 심연의 간극의 구도에서 가능한다. 예지세계와 감성세계의 간극은 곧 이성과 몸의 

간극을 낳는다. 칸트에게 그 간극을 메우려는 욕망이 발생한다. 칸트는 순수이성의 자유의 이념

의 실재화 된 자유의지의 자율로 이 간극을 메우려고 한 것은 아닐까? 그러므로 예지세계는 감

성세계의 조건이고, 감성세계는 예지세계의 현시라고 말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애당초 이 간

극은 메워질 수 없다. 니체에 따르면 예지세계는 허구이다. 그럼 자유 이념은 이성의 욕망일 뿐

有萬不同, 非若天地之純一矣. 但心之爲物, 虛靈洞徹, 萬理具備, 濁者可變而之淸, 駁者可變而之粹. 故修

爲之功, 獨在於人, 而修爲之極, 至於位天地育萬物, 然後吾人之能事畢矣.” 

132) �栗谷全書�, 卷二十一, ｢聖學輯要｣三, <修己>中, 19b, “則養心養氣. 實是一事, 良心日長, 而無所戕害, 

終至於盡去其蔽, 則浩然之氣, 盛大流行, 將與天地同其體矣.” 

133) 『栗谷全書』拾遺卷五, ｢著｣二, <壽夭策>, 24b, “人者, 天地之心也. 人之氣和, 則天地致其和矣, 人之氣

不和, 則天地失其度矣.”

134) 이경배는 데카르트의 자기 확실성으로부터 피히테의 자기 정립성까지를 운동하는 이성 ‘주체의 형이상

학적 실체화’라고 하였다. 이경배, ｢선입견과 편견: 유교문화의 철학적 해석학 I｣, �현대유럽철학연구�

54, 한국해석학회, 2019, 20쪽.  



- 62 -

이고 자율은 그 욕망이 만든 환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칸트가 이성적 존재자에게 부여한 예지세

계와 감성세계의 이중국적은 오히려 욕망으로 인한 자기분열의 징후일 수 있고, 내면화된 도덕법

칙의 정언명령은 스스로 자기 몸을 학대하는 사디스트의 공식 – 니체의 말로 하면 이성이 부여

한 커다란 원죄(부채의식)이 될 수 있다. 니체는 칸트의 이러한 이성의 욕망을 ‘몸’의 욕망으로 

전복한다.

니체의 힘에의 의지는 힘의 충만과 고양의 느낌이며, 주체할 수 없이 넘쳐나고 부푼 도취 된 

의지이다. 이 힘에의 의지는 세계와 몸의 내적 욕망의 본질이다. 다만 그의 세계는 예지세계의 

메타포인 “내 위의 별이 빛나는 하늘”이 아니라 ‘몸-나’가 서 있는 현실 세계이다. 그리고 ‘몸-

나’ 안에는 도덕법칙이 아니라, 힘에의 의지가 있다. 힘에의 의지의 세계는 신에 의해 창조된 세

계가 아니고, 초월적 자유 이념의 절대 원인성으로 시작된 인과 연쇄를 무한 반복하는 자연 필연

의 세계도 아니다. 더 이상 원인과 결과가 없고 목적의 왕국도 없는 영속적인 창조 활동 그 자체

이고, 영원한 자기창조와 영원한 자기파괴의 디오니소스적 세계이고, 영원회귀의 세계이다. 그리

고 이 영원회귀의 세계는 ‘힘과 힘의 파동들이 작용하는 에너지의 바다’와 같이 즉자적인 차이의 

통일이다.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존재자는 단지 상대적 실존일 뿐이며, 또한 같은 종류의 상대적 

실존을 가진 타자를 통해서 그리고 이 타자와 더불어 존재한다. 그리고 영원회귀의 세계와 같이 

‘몸-나’도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삶으로부터 등을 돌리지 않고, 그 삶의 대지에 굳건히 자신을 두

고 ‘자신에게, 자신 위에, 자신 안으로’, 삶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온전성을 추구하여 자기 자신

을 스스로 창조하는 자기 극복자로서 힘에의 의지이다. ‘몸-나’의 자기 극복의 과정을 통해 힘에

의 의지는 자유로운 정신을 창조한다. 자유의지는 자기 입법의 원인성이 아니라, 자기 극복의 결

과로서 얻어진다. 이 자유롭게 된 정신은 ‘몸-나’ 전체로 모든 것이 구원받고 긍정하며, 자기 운

명을 사랑한다. ‘몸-나’ 전체는 큰 이성이고, 데카당스 철학자들이 ‘정신’이라고 부르는 이성은 작

은 이성으로 ‘몸-나’의 작은 놀이이다. 그럼 니체는 힘에의 의지를 통해 칸트의 자유의지의 전복

은 칸트로부터 받은 영향력을 감추려는 무의식의 표출이며, 감성세계의 몸의 타자성이 인정되는 

형이상학적 실체가 상호 작용하는 복수 또는 다수의 주체화135)는 아닐까? 말하자면 힘에의 의지

는 근대 자유의지의 단일한 주체를 해체하면서 주체화의 정점에 서 있는 것으로 본다면 무리일

까? 

율곡의 의지(志)는 내적 본질상 니체의 힘에의 의지와 통하면서도 작지만 큰 차이가 있다. 율

곡의 의지는 생동하는 봄처럼 생생지리(生生之理)를 발산하려는 의사(意思)라는 의미에서 ‘춘의

(春意)’이다. 리기묘합의 세계인 천지는 기(氣)의 지극히 바르고 지극히 통한 것을 얻은 바, 춘의

로 가득차 있고 쉬지 않고 생생지리를 실현하며(生生不息) 멈추지 않고 순환한다(循環不已). 천지

는 물론 만물의 내적 본질은 주체할 수 없이 넘쳐나고 부푼 춘의-힘에의 의지가 있다. 인간을 포

함한 만물은 천지의 의지(志)가 실현된 리기가 묘합한 생명체이고, 또한 모두 춘의를 갖추고 있

다. 천지의 의지는 기(氣)의 장수(帥)이고, 만물은 천지의 여분이다. 인간은 비록 기(氣)의 대소(大

小, 큼과 작음), 편정(偏正, 기울어짐과 바름), 후박(厚薄, 두터움과 얇음), 청탁(淸濁, 맑음과 탁

함), 수박(粹駁, 순수함과 잡박함) 등의 질에 분수에 따라 만 가지로 다름이 있다. 형질상으로는 

135) 이경배, ｢선입견과 편견: 유교문화의 철학적 해석학 I｣, 같은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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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분수 받은 바를 고칠 수 없다. 그러나 만물 가운데 인간은 천지와 같이 지극히 바르고 통한 

기를 얻은 허령 통철(虛靈洞徹)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마음의 작용은 정(情)·의(意)·지(志)의 

경계가 있다. 정(情)은 마음이 내외부의 자극을 느끼어 막 발한 것이고, 의(意)는 정의 단서를 가

지고 비교·판단하는 사고 활동이고, 지(志)는 의의 사고 활동 후 갈 방향이 정해진 마음, 곧 결심

이다. 천지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의지는 정과 의의 과정을 통솔한다는 의미에서 기의 장수이고, 

의지로 인하여 인심과 도심의 서로 종시(終始)하며 선악의 분기점이 된다. 만약 사람이 생생지리

를 실현하고자 하는 천도에 마음을 두는 의지를 세우고, 날마다 심지(心志)를 기르면 자신을 구

애하는 기질을 바로잡아 다스릴 수 있다(矯治氣質). 편향된 기질을 바르게, 막힌 기질을 통하게, 

탁한 기질을 맑게, 잡박한 기질을 순수하게 하여 본연의 성을 회복하고, 천지와 더불어 한 몸(同

體)이 된다. 그러므로 성인과 중인은 분수 받은 기질의 차이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어디에 두

느냐는 입지(立志)에 있다. 여기에서 니체와 율곡이 판연이 갈라진다. 니체의 영원회귀의 세계가 

창발적일 수 있는 것은 목구멍에 기어든 ‘존재의 수레바퀴-뱀의 머리’를 물어뜯어 뱉은 후 미소

를 짓는 목자(위버멘쉬-자기극복자)가 세계와 시대에 앞서 그 바퀴에 틈을 내고 상승하기 때문이

다. 율곡의 리기묘합 세계인 천지도 자연 필연성의 순환이 아니라, 그 자체로 생생불식의 순환하

는 영원회귀의 세계이다. 그리고 이 생생불식의 영원회귀는 생생지리를 잇는 춘의의 발현으로 선

한 것이고 저절로 그러한 천도이다. 인간의 도덕실천의지인 입지(立志)는 그 천도와 같이 그렇게 

되려고 하는 마음을 견고히 하고 물러서지 않는 결심이다. 유가의 위버멘쉬는 리기묘합 세계의 

천도에 앞서지 않는다. 천도와 더불어 생생불식하고 순환불이 한다. 그러나 그 천도는 자연 경향

성의 충동을 원칙적으로 보편타당한 객관적 도덕법칙에 반한다고 보는 칸트의 입장과는 다르다. 

자연 경향성의 인심에 과불급이 없다면 그 인심은 곧 도심이다. 유가의 위버멘쉬는 그 인심의 몸

-욕망은 피할 수 없고, 그 욕망이 오히려 생생지리의 천도와 더불어 한 몸이 되도록 입지할 뿐이

고, 누구나 위버멘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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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의 향연 

-칸트의 자유의지, 니체의 힘에의 의지, 그리고 율곡의 의지(志)-」에 대한 논평문

양선진(중앙대)

발표자는 칸트의 자유의지, 니체의 힘에의 의지 그리고 율곡의 의지(志) 개념을 자상하게 설명

하고 있다. 칸트의 자유의지는 감성 세계에 작용하는 인과론에 지배를 받는 감정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예지 세계에 속하는 이성적 존재인 인간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발표자의 발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칸트는 <도덕형이상학 정초>에서 “이 세상에서, 아니 이 세상 밖에서까지라도 제한 없이 선하

다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선의지(gutter Wille)뿐이다.”라고 하였으며 도덕법칙은 자연적 

경향성을 극복하고 당위 또는 의무를 추구하는 법칙이다. 도덕법칙은 도덕법칙을 부과한 자와 따

라야 할 자가 동일한 자기 자신이다. 도덕법칙은 외적 강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부과한 것이므

로 타율이 아니라 자율의 성격을 지닌다. 자신이 세운 자율적 준칙이지만 보편성을 지녀야한다는 

점에서 보편적 원리이기도 하다. 그는 <실천이성비판>에서, “네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

적인 입법의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행위하라.”라고 하였다. 

인간은 육체를 지녔기 때문에 현상계(감성계)의 자연법칙에 지배를 받지만 동시에 이성을 지녔

기 때문에 인과론과 자연법칙을 초월한 본체계(예지계)에 속해 있기도 하다. 자연법칙을 초월한 

자아는 이성적 자아이다. 예지계에 속한 인간의 자아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목표를 스스

로 설정한다. 칸트의 자유(의지의 자유)란 어떤 상태를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는 능력이다. 칸트의 

자연적 경향성(Neigung)은 본능적 욕구들에 충실하다. 감성계의 영향 아래에 있는 인간의 자아

를 현상적 자아라고 한다. 그러나 인간은 본능적 욕구들(경향성)를 넘어서 이성을 가졌기 때문에 

본능을 벗어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이다. 인간 이성에 근거한 본체적 자아는 본능적 욕구인 자

연적 경향성(Neigung)을 억제하고 의무로부터(ausPflicht), 즉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Achtung)을 

추구하려는 능력을 지녔다. 

플라톤 이후 도덕철학이 중시한 절제와 중용을 거부하고, 생성과 소멸뿐만 아니라 파괴와 창조

까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반(反)이성적 열정과 충동을 새로운 덕목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니체가 제시한 ‘디오니소스적인 것’이다. 니체는 그리스 비극을 아폴론적 질서(지혜)와 디오니소

스적 혼돈(해방)의 결합 또는 융합으로 이해했다. 니체는 전통 플라톤적이고 그리스도적 전통을 

비판한다. 첫째, 그는 전통 형이상학(소크라테스)을 비판한다. 이성의 무한한 가능성을 내세워 인

간적 한계를 학문적 탐구로 감추었다고 보기 때문이며 이성주의에 대한 도전은 기존의 전통과 도

덕의 억압을 비판하려는 목적이다. 그리고 둘째, 그는 그리스도교를 비판한다. 그리소도교는 인간

적 의지를 원초적 죄악과 동일시함으로써 삶 자체를 부정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는 결과적으로 

삶의 애환과 공포를 고스란히 긍정하고, 디오니소스적 황홀과 전율이 인간의 삶에 대한 ‘의

지’(Wille)라고 규정한다. 니체의 ‘힘에의 의지’(Wille zur Macht)란 전통적 형이상학에 기초한 

고정된 인간 본성론을 비판하고 동시에 고정된 도덕을 비판하는 인간을 끊임없는 ‘자기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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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Selbstüberwindung)적 존재라고 규정하면서 무규정적 인간 본성을 본질로 하며 ‘삶의 법

칙’(GesetzdesLebens)이 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시한다. ‘힘에의 의지’(Wille zur Macht)야

말로 진정한 철학자들이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생각한다.136)

유학은 기본적으로 우주론, 인간론, 수양론 그리고 경세론에 이르기까지 철학적 근간을 이루는 

것은 이(理)와 기(氣)의 관계이다. 주희 철학의 이(理)는 일반적으로 도교와 불교를 근간으로 하며 

기(氣)는 장재의 사상적 근간을 토대로 형이상학적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다. 기(氣)는 모든 사물

의 질료이며 이(理)는 사물이 가능하게 하는 원리이며 본질이다. 주희에 의하면 이와 기는 독립적

으로 떨어져 존재하지 않으며(불상리:不相離) 섞이지도 않는다고 한다(불상잡(不相雜)). 이러한 관

점을 율곡은 리기지묘(理氣之妙)라고 규정하였다. 율곡에게 리기묘합의 두 가지 원리란 리와기의 

원불상리(元不相離)와 실불상잡(實不相雜)을 의미한다. 리는 무형(無形)인데 기는 유형(有形)이기 

때문에 리통이기국(理通而氣局)이며 리는 무위(無爲)이고 기는 유위(有爲)이기 때문에 기발이리승

(氣發而理乘)이다. 세계를 형상적 측면에서 바라본 리통이기국(理通而氣局)과 그 운동적 측면에서 

바라본 기발이리승(氣發而理乘)이다. 리와 기는 이물이 아니면서 일물도 아니다. 하나이면서 둘이

요 둘이면서 하나이다. 율곡은 『역수책(易數策)』에서 천지 만물의 생성과 변화 과정을 ‘리기묘합

적 전개(理氣之玅用)’라고 하였다. 천지자연은 오로지 낳고 낳는(生生) 것을 도(生生之道/生生之

理)라고 한다. 천도를 잇는 것이 곧 선(善)이며, 이 천도를 이룬 것이 성(性)이다. 

사람의 기(氣)는 대소(大小, 큼과 작음), 편정(偏正, 기울어짐과 바름), 후박(厚薄, 두터움과 얇

음), 청탁(淸濁, 맑음과 탁함), 수박(粹駁, 순수함과 잡박함) 등의 구분이 있다. 성인과 중인의 차

이는 부여받은 기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질을 바꾸려는 의지(志)에 있다고 보았다. 율곡은 

의지(志)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情)-의(意)-지(志)라는 일련의 마음 작용을 이해해야 한다. 

정(情)은 마음이 내외부의 자극을 느끼어 막 발한 것이고, 의(意)는 정의 단서를 가지고 비교·판

단하는 사고 활동이고, 지(志)는 의의 사고 활동 후 갈 방향이 정해진 마음, 곧 결심이다. 윩곡은 

의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기질에 구애받지 않는 마음의 허령지각(虛靈知覺)에 있다고 하였

다. 

발표자의 발표 내용을 조금 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인간 도덕성의 기원은 무엇인가 그리고 도덕성은 이성적 작용인가 아니면 감성적 작용인가? 

서양의 합리주의 철학은 인간의 이성이 인간에게 고유한 특성이라고 설정하면서 인간의 이성

(logos)이 인간의 다른 요소들인 기개 또는 용맹함(thumos)와 욕망(orexis)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을 참다운 인간의 존엄한 특성이라고 규정한 전통이 플라톤에서 칸트의 계몽주의 흐름까지이며 

이후 니체는 이러한 흐름을 비판하면서 아폴론적 이성이 아닌 디오니소스적 감성을 역설하기 때

문입니다. 율곡의 경우에 의지의 주체는 인간의 감정(精)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발표자는 

136) 도덕의 명령자들(Befehlende)이며 입법자(Gesetzgeber)들이다......그들의 ‘앎(Erkennen)’은 창조이며, 

그들의 창조는 하나의 입법이며, 그들의 진리를 향한 의지는 힘에의 의지다.(Friedrich Nietzsche, 

Beyond Good and Evil, 6.211.106.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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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의 근원이 이성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감정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2) 도덕은 존재의 영역인가 가치의 영역인가? 서양 철학은 존재론(存在論, ontology), 인식론

(認識論, epistemology), 가치론(價値論, axiology)으로 분류한다. 서양철학은 플라톤 철학 이후

에 가치론은 존재론에서 독립하여 나왔다. 존재와 가치의 구분을 명확히 한 철학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흄(D. Hume)이다. 그렇지만 유학에서 중요한 개념인 리(理)는 모든 사물의 존재론적 

근거이면서 동시에 가치론적 근거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유학은 존재와 가치를 이분법적으로 구

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발표자는 도덕은 존재의 차원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당위의 차원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3) 도덕은 자연의 원리인가 인간의 원리인가? 플라톤의 「고르기아스」에서 소크라테스와 칼리클

레스는 논쟁한다. 칼리클레스는 자연은 동물의 세계나 인간의 세계 모두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세

계라고 규정한다. 즉 자연은 약육강식의 원리가 작동한다는 주장이다.137) 소크라테스는 자연을 

약육강식으로 이해한 것은 자연에 대한 일면일 뿐이며 자연은 근본적으로 질서(khosmos)를 지

녔다고 설명한다.138) 자연(본성)과 관습(법)은 상반되는 것이다.139) 인간의 본성(nature)과 자연

(nature)은 동일하다. 하지만 근대 이후에 와서 서양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을 자연에서 기원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인간의 원리와 자연의 원리는 개별적이며 독립적인 법칙성을 가지고 있

다고 생각한다. 유학에서 자연의 이치(理)와 인간의 바람직한 원리 및 이치(性) 모두 근원적으로 

자연에서 기원한다는 것이다. 유학에서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연의 본성을 부여받은 존재이며 

인간은 자연이 부여한 본성을 회복하는 길이 인간의 본래성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유학은 인간의 도덕성을 자연에서 찾고 있는데 발표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발표자께서 동서를 넘나들면서 철학적 주제를 다루시는 철학의 지평에 감탄을 금치 못하면서 

동시에 철학이 나아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양인들은 동양철학과 서양철학을 구분할 수 

없다고 보는 편입니다. 발표자의 동서를 초월한 철학적 안목은 매우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

다. 그리고 논평자의 오해에 비롯된 논의는 발표자께서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7) Platon, Gorgias in John BURNET (ed.), Platonis Opera, vol. III, (Oxford Classical Texts), 

Oxford: Clarendon Press, 1991 (rep. of 1901 ed.). Hamilton, Walter (tr.) & Chris 

Emlyn-Jones(tr. with int.), Plato: Gorgias, Penguin Books, 2004.488b3.

138) 같은 책, 506d4,

139) 같은 책, 482d7-e6/ 483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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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의 수사학 : 라캉과 바디우의 경우

장태순(덕성여대)

1. 들어가는 말

수사학은 설득의 기술이다. 수사학은 화자가 청자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기술이며, 이를 통해 청자를 화자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므로 수사학에는 화자, 메시지, 청자라는 세 항이 존재하며, 수사학은 언어를 사용한 의사소

통 기술의 하나이다.

언어를 사용한 의사소통 기술이라는 점에서 수사학과 언어학과 공유하는 점이 있다. 메시지와 

이를 전달하는 수단, 기의와 기표라는 두 축이 있다는 점도 같아 보인다. 그러나 공통점은 거기

에서 끝난다. 수사의 구조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언어의 구조와 다르다. 먼저 기의와 기표의 관

계이다. 한 언어체계 내에서 단어는 하나의 기의에 하나의 기표가 대응하는 식으로 이루어져 있

다. 그러나 수사학에서 메시지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과 일대일로 대응되지 않는다. 모든 

메시지는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으며, 그 방법들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청

중에 따라, 그리고 같은 청중이라도 상황에 따라 모두 효과가 달라진다. 같은 수사법을 같은 청

중에게 사용하더라도 어떤 때는 효과적이지만 어떤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수사학은 

청중의 설득을 위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망라하고 그것을 습득하는 기술이며, 다른 한편으로 

망라된 기술들 중 어느 것이 주어진 상황에 가장 적절한지를 선택하는 기술이기도 하다. 그러므

로 수사학은 변하지 않는 정답을 찾는 분야가 아니라 변하는 상황 속에서 그때그때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는 분야이다. 수사학이 추구하는 것은 정확함이 아니라 적확함이다. 수사학은 메시지를 

적중(的中)시키기 위한 중용을, 설득을 위한 최적의 방법을 찾는 분야이다.

수사학이 일반 언어학과 다른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전달 방법이 전달하려는 내용에 매여 

있지 않다는 점이다. 수사학은 논리학과 유사한 형식언어이다. 뛰어난 수사가는 어떤 내용이든지 

가장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이는 수사학이 처음에 법정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변호사는 자신이 맡은 사건의 내용이 무엇이든 최선의 판결을 이끌어내

려 애쓴다. 언제나 승리하거나 무죄 판결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뛰어난 변호사이다. 마찬가지로 경지에 오른 수사가는 메시지를 최대한 효

과적으로 전달하여 청중을 설득한다. 여기에는 기표와 기의의 분명한 분리가 존재한다.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수사학자도 곤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만약 전달할 메시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화자와 청자는 있지만 메시지의 자리가 공백이라면?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상

상해 보자. 어떤 사람이 변호사를 찾아왔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찾아온 목적을 말하지 않고 전

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중얼거릴 뿐이다. 고객에게 호감을 느낀 변호사는 그를 위해 모든 

능력을 발휘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그가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한 변호사는 무엇을 해

야 할지 알 수 없다. 혹시 이러이러한 것을 원하느냐고 물어도 그는 고개를 저을 뿐이다.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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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자. 어느 동네에 한밤중에 큰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 보니 

공터에 무언가가 떨어졌던 듯 땅이 크게 패여 있다. 동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

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비행기가 추락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괴수가 지나갔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외계인이 다녀갔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런 여러 주장에 대한 어떤 증거도 찾아볼 수 없

고, 사람들은 말싸움을 벌이고 있다. 수사의 대가는 여기서 어떤 말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무의미의 수사학, 또는 공백의 수사학이라고 불러야 할, 고전적인 수사학자들이 상상해보지 못

했을 이런 상황을 20세기 철학에서는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이 글에서 우리는 라캉과 이바

디우의 사유를 통해 이런 상황에서 언어가 작동하는 방식을 살펴볼 것이다. 언어의 이런 사용을 

수사학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까지 수사학이 마주해본 적 

없는 독특한 상황인 것은 틀림없으며, 따라서 수사학이 관심을 가질 만한 대상임은 분명해 보인

다.

2. 라캉의 경우 : 공백으로서의 욕망과 기표의 미끄러짐

라캉의 경우, 공백은 이론의 여러 층위에서 나타나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욕망과 관련해

서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라캉의 이론은 상상계, 상징계, 실재라는 세 층위로 이루어진다. 아이

가 어머니와 자신을 동일시하며 주체의 대리물인 자아가 형성되는 상상계에서 상징적 거세와 아

버지의 이름을 받아들이면서 인간은 상징계에 진입한다. 주체는 상상계에서 상징계로 진입하면서 

자신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무엇인가를 욕망한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징적 거세의 

대상인 팔루스일 수도 있고, 아버지의 욕망의 대상인 어머니일 수도 있다. 사실 그것이 무엇인지

는 알 수 없다.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여되어 있는 것, 여기에 

없지만 욕망하는 그 어떤 것을 라캉은 대상 a라고 부른다. 대상 a는 상징계에 남아 있는 타자의 

흔적이다. 상징계는 사실 내가 스스로 구성한 것이 아니라 내 외부의 절대적 타자에 의해 구성된 

것이다. 상징계라는 건축물에 남겨진 대타자라는 건축가의 인장이 대상 a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이다. 대상 a는 나의 욕망의 출발점이지만, 실체가 없으므로 그것을 대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정

확하지 않다. 그래서 라캉은 대상 a를 ‘욕망의 원인’이라고 말한다. 욕망은 대상 a로부터 시작되

었지만 그것을 획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실체가 없기 때문이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수

시로 모습을 바꾼다. 때로는 팔루스가, 때로는 어머니가, 때로는 누군가의 시선이나 목소리가 욕

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주체는 그것을 추구하지만 그것은 실체가 없으므로 영원히 붙잡을 

수 없는 것이다. 

사실 대상 a는 욕망의 원인일 뿐 아니라 상징계라는 구조의 원인이기도 하다. 욕망의 대상인 

상실했다고 생각되는 것, 붙잡을 수 없는 것, 실체가 없는 것이 끊임없이 모습을 바꾸는 과정이 

상징계라는 구조를 만들어낸다. 유명한 라캉의 은유와 환유 개념은 바로 이 지점에서 등장한다. 

잘 알려져 있듯이 라캉의 야콥슨이 실어증과 관련하여 제안한 은유와 환유라는 개념을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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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계에서 기표들의 운동을 설명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라캉은 야콥슨의 이

론이 전제하고 있는 기의와 기표의 관계를 변형하였다.1) 야콥슨의 기의와 기표 개념은 소쉬르로

부터 유래한다. 소쉬르는 언어 기호가 사물과 단어라는 두 요소 대신 개념(랑그)과 청각 이미지

(파롤)이라는 두 요소를 결합한 것이라고 봄으로써 언어학에 새 장을 열었다.2) 소쉬르에 따르면 

랑그와 파롤의 결합은 자의적이며, 각각은 다른 것들(랑그와 다른 랑그, 파롤과 다른 파롤)과 차

이에 의해 구별될 뿐 어떤 절대적인 구분의 기준도 존재하지 않는다. 랑그와 파롤, 또는 기의와 

기표의 결합은 의미작용(signification)을 만들어내며 의미작용의 최소 단위는 랑그와 파롤의 결

합체이다. 라캉은 소쉬르의 기표(파롤)-기의(랑그) 구분을 따르되, 의미작용의 최소 단위를 기표-

기의 결합체가 아닌 기표로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라캉에게 기의는 기표와 독립적으로 존

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표들의 운동의 결과물일 뿐이다. 그리고 그 까닭은 논리적으로 가장 앞서

는 기표가 그 자체로는 어떤 기의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기표는 위에서 언급한 대상 

a이다. 소쉬르의 언어학에서라면 기의 없는 기표는 언어 체계 내에 들어올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라캉의 상징계에서 기의 없는 기표는 언어적 체계 전체를 구성하는 최초의 기표

이다. 어떤 의미도 알려지지 않은 최초의 기표가 등장할 때, 주체는 그것의 의미를 물어보기 시

작한다. 아니, 오히려 그것의 의미를 물어보는 과정에서 주체가 구성된다고 말해야 할지도 모른

다. 그러나 이 최초의 기표에는 의미가 없으므로, 주체는 다른 기표를 통해 의미를 만들어낸다. 

하나의 기표가 다른 기표를 대체하는 현상을 라캉은 은유라고 부른다. 라캉이 제시하는 최초의

(또는 가장 중요한) 은유는 ‘부권적 은유’이다. 이것은 ‘욕망으로서의 엄마’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은유를 나타내는 라캉의 도식에서 대체하는 단어는 대체되는 단어의 위에 놓이

며, 둘 사이에는 가로선이 쳐져 있다. 라캉은 이를 ‘새로운 기표가 기존의 기표를 억압하는 것’이

라고 말하기도 한다. 은유는 하나의 기표를 다른 기표가 억압하면서 나타나며, 이 억압이 최초의 

기표를 기의로 만든다. (욕망으로서의) 엄마를 대체한 아버지(의 이름)라는 기표는 또다른 기표로 

대체될 수 있다. 이렇게 기표들이 끊임없이 다른 것에 의해 대체되면서 기표-기표의 쌍이 만들어

지는데, 이것은 상징계에서 의미의 최소단위로 소쉬르의 기표-기의 쌍에 해당하는 것이다. 기표

와 기표는 이런 대체-억압 관계인 은유 외에도 환유의 관계로 연결되기도 한다. 환유는 기표가 

다른 기표로 미끄러지는 현상이다. 상징계의 최초의 기표인 팔루스는 아무 의미도 없지만, 상징

계는 그 기표를 다른 기표와 연결하는 규칙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팔루스 기표는 다른 기표와 

연결되면서 미끄러진다. 기표는 고정된 기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미끄러지는 것이다.

주체의 욕망의 대상인 팔루스, 또는 대상 a는 이처럼 상징계 내에서 고정된 의미를 가지는 것

이 아니라 끊임없이 미끄러지면서 상징계 내를 이동한다. 욕망이 결코 충족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주체가 어떤 대상을 욕망한다고 치자. 그가 욕망하는 대상을 손에 넣었다고 해도 

그는 만족할 수 없다. 그가 손에 넣은 것은 진정한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은유와 환유라는 놀이

를 통해 잠시동안 팔루스 기표를 대체했던 것이기 때문이다. 주체는 욕망의 원인인 대상 a를 끊

임없이 추구하지만, 기의가 없는 기표인 대상 a는 결코 주체에게 붙잡히지 않는다. 욕망을 좇는 

주체의 움직임은 영원히 끝날 수 없는 시지프스의 운동이다. 그러나 라캉은 주체에게 절대로 자

1) 이 점에 대해서는 장-뤽 낭시, 필립 라쿠-라바르트, �문자라는 증서�를 참고할 것.

2) 황수영, ｢라캉 의미론에서 은유와 이미지｣, �철학� 95집, 2008.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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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욕망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한다. 욕망을 좇는 것은 주체의 운명이고, 욕망을 포기할 때 주

체에게는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이어지는 말들, 공백의 수사에 둘러싸인 주체의 모습은 인간의 비극을 보여주

는 듯하다. 그러나 대상 a를 지시하는 기표들의 끊임없는 연쇄를 ‘공허한 수사’라고 부를 수 있

을까? 그것은 불가능하다. 욕망의 추구는 무를 좇는 일일지라도 그것은 결코 헛된 일은 아니다. 

기의 없는 기표는 상징계의 바탕이며,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운명이기 때문이다.

1970년대 이후의 라캉은 이와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그 이전까지 라캉의 관심이 상징계에 머

물러 있었다면, 이 시기에 라캉은 실재에 주된 관심을 보인다. 실재는 상징계에 난 구멍이며, 상

징계가 완벽한 것이 아님을 드러내는 증거이다. 라캉은 “실재는 상징계에 난 구멍을 통해 보이는 

것이 아니다. 구멍 그 자체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구멍은 사실 기의 없는 기표가 존재한다

는 사실 그 자체이며, 상징계라는 그물에 걸리지 않는 현실 그 자체의 모습이다. 주체는 이런 실

재와 직접 마주할 때 커다란 충격을 받는다. 그래서 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한데, 

그것이 환상이다. 마지막 시기의 라캉, 특히 지젝이 해석하는 라캉은 어떻게 실재와 만난 주체가 

환상을 통해 그 충격을 완화하는지를 다룬다. 환상은 상징계의 기호체계이면서도 실재를 가리킬 

수 있는, 공백에 대한 수사이다.

3. 바디우와 공백의 수사학 : 사건, 주체, 진리

구조에 대한 바디우와 라캉의 사유는 상당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세부적으로는 다르게 나

타난다. 라캉과 마찬가지로 바디우에게도 공백은 구조의 바탕이며, 구조를 이루는 기본 요소이다. 

공백에 대한 바디우의 논의는 존재론의 영역에서 진행된다. 라캉에게 상징계라는 구조가 있다면 

바디우는 상황(situation)이라는 존재의 구조가 있다. 상황은 모든 구조의 가장 일반적인 형식이

며, 구조의 구조라고도 말할 수 있다. 상황은 어떤 구조화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가? 소쉬르와 야

콥슨의 언어학을 구조화의 원리로 차용한 라캉과는 달리, 바디우는 체르멜로와 프랭켈이 만든 공

리적 집합론(ZFC)을 구조화의 원리로 본다. 공리적 집합론에서 모든 존재하는 집합은 공집합과 

관계를 맺고 있다. 모든 집합은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고 있으며, 공집합으로부터 구성되었다고까

지 볼 수 있다.3) 그런데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이다. 우리는 그것을 집합이라고 부르

기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 것도 알 수 없다. 바디우는 이런 공집합을 

구조주의의 빈칸과 동일시하며, 존재론적으로는 구조화 이전의 존재로 본다. 구조화 이전의 존재

는 사유 자체가 불가능한 존재이다. 사유는 식별과 분류의 작용이며, 어떤 것을 식별하고 분류하

기 시작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구조화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구조화 이전의 존재에 대해

서는 ‘구조화되기 이전에 무엇인가가 있었다’라는 말 이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하지만 거

3) 예를 들어 집합들 중 가장 기본이 되는 0과 자연수의 집합은 0 = ∅, 1 = {∅}, 2 = {∅, {∅}}, 3 = {∅, 

{∅}, {∅, {∅}}}이다(∅는 공집합). 자세한 내용은 Alain Badiou, L’Être et l’événement, Paris: Seuil, 

1988, pp. 170~172 또는 장태순, ｢팬데믹과 타자의 개념: 바디우와 지젝의 타자 이해를 중심으로｣, �탈

경계인문학� 14(2), 2021, pp. 91~1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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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아무 것도 없었다고도 말할 수 없다. 아무 것도 없었다면 구조화를 시작할 수도 없기 때문

이다. 구조화 이전의 존재는 구조화 이후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지만 구조 내에는 그 흔적이 남아 

있는데, 그것이 공집합이다. 바디우는 자신의 존재론에서 공집합을 ‘공백(vide)’이라고 부른다. 그

러므로 바디우가 말하는 공백은 아무 것도 없음, ‘무’가 아니라 규정할 수 없는 존재의 최초 규

정, 내용 없는 규정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바디우와 라캉의 구조는 공백으로 시작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공백이 구조를 생성하는 방식, 

즉 구조화의 원리에서는 서로 다르다. 라캉의 경우, 공백은 기의 없는 최초의 기표이고, 이 기표

가 다른 기표에 의해 억압되고 대체되는 은유와 미끄러지고 압축되는 전치에 의해서 구조가 생성

되었다. 바디우의 경우, 공백으로부터 ‘다음 항’을 만드는 수학적 규칙이 존재하며, 이 규칙에 따

라 무한히 계속되는 자연수 전체가 생성된다.4) 라캉에게 은유와 환유를 무한히 계속되게 하는 에

너지는 주체의 욕망이지만, 바디우의 수학적 존재론에서는 그런 동학(dynamics)을 찾아볼 수 없

다. 그러나 두 이론에서 모두 구조의 토대이자 출발점이 공백이라는 점은 공통점이며, 우리가 주

목해야 할 점이다.

라캉의 구조화 원리인 은유와 환유를 수사라고 부르는 데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

러나 바디우 존재론의 구조화 원리인 ‘다음 항’을 수사라고 부르기는 힘들다. 바디우에게서 공백

으로부터 만들어진 구조에 언어가 개입하는 것은 다른 계기를 통해서이다.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라캉에게서 기의 없는 기표는 공백을 덮는 뚜껑 같은 것이지만, 가끔 구조 안에서 공백이 맨 얼

굴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다. 바디우의 상황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진다. 상황을 구성하는 기본 요

소이지만 보통은 드러나지 않는 공백은 드물게 맨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으며, 이런 경우를 

바디우는 ‘사건’이라고 부른다. 라캉에게서 공백은 맨 모습인 실재는 상징계의 주체에게 커다란 

충격과 트라우마가 된다. 마찬가지로 바디우가 말하는 상황에서 공백이 맨 얼굴을 드러내는 사건

은 상황 전체를 뒤흔들고 구조에 위기를 불러일으킬 만한 일인 경우가 많다. 바디우가 예로 드는 

대표적인 사건인 프랑스 대혁명의 경우, 사건이 발생했던 프랑스뿐 아니라 유럽 전역에 커다란 

파급 효과를 일으켰다. 바디우에게 사건은 상황에 변화를 일으키는 긍정적인 계기가 된다. 이 점

은 실재와의 만남이 상징계의 주체에게 커다란 위기가 될 수 있다는 라캉의 생각과 거의 같다. 

젊은 시절 마르크스주의자였고 중국의 문화대혁명을 지지했던 바디우가 사회의 급진적 변혁을 일

으키는 혁명에 호의적인 시선을 보낼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라캉과 헤겔을 종합하여 자신의 

사유 체계를 구축한 지젝이 라캉의 상징계를 논할 때 실재와의 만남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

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라캉-지젝의 경우, 주체가 실재와의 만남에서 지나치게 큰 충격을 

받지 않으려면 주체는 환상을 경유해야만 한다. 반면 바디우의 경우 주체는 기존의 상황이 아니

라 사건을 계기로 변화하는 새로운 상황 쪽에 있으므로, 사건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완충 장치가 

필요하지는 않다. 오히려 사건을 둘러싸고 ‘말과 말의 전쟁’이라고 부를 만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 지점은 바디우에게서 ‘공백의 수사학’이라고 부를 만한 지점이다. 바디우의 표현에 따르면 사

건은 ‘공백의 가장자리’에서 일어나며, 사건은 ‘공백이 상황 속으로 개입하는 순간’이다. 그리고 

사건은 존재가 아니므로, 짧은 시간 동안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린다. 상황이 변화를 겪는 것은 

4) 자연수를 집합으로 나타날 때 이웃한 두 수 사이의 관계는 S(α) = α ∪ {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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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자체 때문이 아니라 사건을 계기로 하여 벌어지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통해서이다. 이 사람

들에게 사건은 새로운 상황, 새로운 세상의 지표이자 상징이다. 그러나 사건은 공백에서 유래했

고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리는 운명이므로, 사건을 계기로 변화를 향한 길을 걷는 이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이 상황 속에 남긴 흔적뿐이다. 그 흔적은 때로 ‘프랑스 

대혁명’이나 ‘파리 코뮌’과 같은 사건의 이름일 수도 있고, 사건을 겪은 이들의 기억이나 물질적 

흔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중 어느 것도 사건에게 존재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으므로, 사건은 

언제나 부인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다. 사건이 일어난 후 사건에 힘입어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주체들(바디우의 용어로는 ‘사건에 충실한 주체들’)은 상황 속에 남은 사건의 흔적을 통해 사건을 

존재에 가까운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상황의 변화를 원하지 않는 주체들(바디우의 용어로는 

‘반동적 주체들’)은 사건에 대해 ‘그건 대단한 일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며 사건의 사건성을 부인

할 것이다. 사건이라는 공백의 틈입을 둘러싼 이런 대립은 공백의 수사학이라 부를 만한 ‘말의 

전쟁’을 만들어낸다. 정치적 의미를 가진 역사적 사건들은 시간이 흐른 뒤에도 끊임없는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사건의 사건성에 대한 이 논란은 공백

을 기표화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며, 공백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내기이다. 이 자리를 사건을 

사건으로 보려는 이들과 사건이 아닌 것으로 보려는 이들 중에서 누가 많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지를 겨루는 수사의 전장이라고 본다면 지나친 과장일까? 바디우는 사건에 충실한 주체와 

반동적인 주체의 대립을 수사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가 보기에 중요한 것은 

행동이며, 두 세력이 대립하는 결정적인 지점에서 사건에 충실한 주체들이 어떤 결단과 행동을 

하는지가 승패를 결정된다. 그러므로 바디우가 보기에 이것은 단순한 말의 전쟁이 아니라 진짜 

전쟁이다. 하지만 사건 이후의 이런 움직임을 한 걸음 물러서서 볼 수 있다면, 상황의 진정한 변

화는 그 변화를 추동하는 세력뿐 아니라 상황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함을 쉽

게 알 수 있다. 혁명이 진정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려면 폭력혁명이든 무혈혁명이든 대다수의 구성

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상황을 수사학의 관점에

서 볼 수 있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설득의 수단은 로고스나 파토스가 아니라 에토스일 것이

다. 사건에 충실한 주체들과 사건에 대해 반동적인 주체들이 지금까지 했던 말과 행동이, 그리고 

그들이 지금부터 하게 될 말과 행동이 그들의 주장의 설득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일 테

니 말이다.

사건과 수사의 관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바디우는 사건에 충실한 주체들이 만드는 새로

운 상황의 핵을 ‘진리’라고 부른다. 분석철학의 참(truth)보다는 하이데거의 탈은폐(aletheia)에 

가까운 이 개념은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질 새로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예를 들어 프

랑스 대혁명은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정치적 상황을 낳았으며, 이 상황의 진리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바디우가 말하는 진리는 개념이나 명제가 아

니라 새로운 상황에 존재하는 보다 실제적인 어떤 것이지만, 그것을 가리킹 적절한 이름과 표현

을 찾는 것은 또 다른 수사적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바디우는 사건에 충실한 주체들은 자신들이 

만들고 있는 새로운 세상을 미리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이건은 신통력이나 초능력이 아니라 사건

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그에 따라 상황을 재편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이런 활동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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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충실한 주체들은 기존 상황에는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가리키는 기표들을 새로 만들어 사

용하는데, 바디우는 이들이 사용하는 말을 ‘주체어’라고 부른다. 주체어의 기의는 기존 상황의 거

주자들에게는 무의미한 말이지만, 새로운 상황의 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주체들이나 이후 도래한 

새로운 상황의 거주자들에게는 분명한 의미가 있는 말이다. 이런 말의 사용을 둘러싼 논의에서도 

‘공백의 수사학’의 단초를 엿볼 수 있다.

4. 맺는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20세기의 사유는 공백에 대해 말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공백에 대한 

수사는 일견 공허한 수사일 뿐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공백은 오히려 가장 창조적인 영역

임을 우리는 라캉과 바디우를 통해 확인하였다. 구조주의에 따르면 모든 구조는 규정되지 않는 

빈 자리(“빈칸case vide”)를 가지고 있다.5) 라캉과 바디우의 경우 이 빈 자리를 구조의 토대이며 

핵심으로 보았으며, 그로 인해 구조에 대한 모든 언술은 이 빈 자리를 둘러싸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공백이 구조에서 어떤 외피 없이 맨얼굴을 드러내는 일이 벌어질 때, 이 일을 둘러싼 

상황은 ‘어떻게 말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수사적 상황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하자면, 20세기의 사유는 공백에 대해 말하기를 요구한다. 그러나 그것은 내용 

없는 공허한 수사가 아니다. 오히려 말하기로부터 내용이 만들어진다는 통찰이다. 수사학에서 내

용과 형식, 기의와 기표의 구분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관습적인 것임을 주장하는 새로운 사유

이며, 수사학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시도이다.

5) 질 들뢰즈, ｢구조주의를 어떻게 인지할 것인가?｣, �들뢰즈가 만든 철학사�, 박정태 역, 이학사, 2007, 

4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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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서 감정과 판단의 문제

손윤락(동국대)

1. 들어가기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서 감정과 판단의 문제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먼저 아

리스토텔레스와 ‘수사학’에 대해 간단히 말하고 시작해야 하겠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멀고, 수사학

은 오해가 있기 때문이다. ‘레토릭’ 혹은 ‘수사학’은 ‘말 잘하는 기술’로 알려져 있고 흔히 “정치

적 수사”라든가 “수사적 표현에 불과하다”라는 말에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부정적인 뉘앙스를 

준다.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의 아테네에서도 연설기술을 의미하던 ‘레토리케’가 이렇게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졌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명히 그것이 부족했다고 보았고 그래서 기

존의 것과 달리 새로운, 학문으로서의 레토리케 이론을 펼쳤다.1)

아리스토텔레스 시점에서 과거인 기원전 5세기 초에 정착된 아테네의 민주정(dēmokratia)은 

평민이 정치의 주체가 되어 입법·사법·의례에 참여하는 체제로서, 민주정 하의 주권자인 시민은 

의회나 법정이나 예식에서 공적 말하기의 연사이자 청중이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존의 민주

정을 지지하지는 않았으나, 왕정도 귀족정도, 시민의 등급별로 투표권을 주는 금권정도 현실에서 

어려움 있기에 민주정이 나쁜 체제들 중에서는 그나마 낫다고 보았다. 그가 민주정을 반대한 이

유가 교육받지 않은 다수가 국사를 이끌고 공직을 맡고, 그래서 각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 통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데 있었기에,2) 그가 주장하는 이상적인 체제인 “politeia”(국가, 정체)는 모든 

시민이 교육을 받아서 시민적 덕(aretē)을 갖추고,3) 경제적으로는 중산층이 두터운 국가이다. 아

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 3권 9장에서 “국가의 목적은 단순한 생존이 아닌 훌륭한 삶(eu zēn)을 

제공하는 것이다. […] 명실상부한 국가라면 시민적 훌륭함(aretē politikē)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

다.”4)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아가 국가가 법으로 교육을 관장하고 신분과 재산에 무관하게 아이

들이 같은 장소에서 기본적인 교육(읽고쓰기, 그리기, 체육, 음악)을 받게 해야 하며,5) 이렇게 모

든 시민이 일정한 덕(aretē)을 갖추고, 서로 번갈아 통치자로서 지배하고 시민으로서 지배받는 체

제를 추구한다.6) 이 체제에서는 시민의 공론장이 중요하며, 의회·법정·예식에서 레토리케가 유용

하고, 그만큼 필요하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은 연설문 작성이나 연설기술 습득이 

1) 오늘날 수사학 연구자들의 학문 활동도 많은 경우 ‘레토릭’의 부정적인 뉘앙스를 불식시키고, 민주주의 

사회의 공적인 영역에서 수사학의 유용성과 교육에서 수사학의 중요성을 알리는 일이다.

2)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3권 참조.

3) 그리스 철학에서 aretē는 인간에게 요구되는 훌륭함을 의미하는 말로서 로마에서 virtus로 받은 개념이

고 후일 영어권에서 이를 받아서 virtue의 개념이 된 것인데, 한국어로는 주로 ‘덕’으로 번역되었으나 최

근 ‘탁월성’이 많이 쓰인다. 『니코마코스 윤리학』 이창우, 김재홍, 강상진 번역(2006) 참조. 본고에서는 

기본적으로 ‘덕’으로 옮기고, 그 의미를 표현해야 할 때에는 ‘훌륭함’으로 옮긴다.

4)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3.9, 1280a31-1280b6.

5) 위의 책, 8.3, 1337b23.

6) 손윤락(2012a),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서 국가와 시민 교육」, p.154. 손윤락(2015), 「아리스토텔

레스에 있어서 시민교육과 그 대상의 문제」, 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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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아니고, 연설에서 대중이 설득된다는 현상에 주목하여 각각의 경우에 ‘설득수단’(pistis)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서 감정과 판단의 문제에 제대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의 인간 이

해에 있어서 몸과 감각, 그리고 감정에 관한 논의를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볼 필요가 있다. 서양 

철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흔히 불변의 이데아를 추구했던 플라톤과 달리 현실 세계의 사물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들에 대한 경험과 감각지각을 중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7) 아닌 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양한 물질적 사물들과 천체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감각 자료를 인정

하는 입장에서 연구를 했고 국가와 사회에 대해서도 현실을 바탕으로 정치나 법률을 연구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사람을 움직이는 사회 안에서 작동하는 말의 힘과 설득의 기제를 연구한 『수사

학』에서도 공적인 영역에서 연설에 의해 설득이 일어나는 현상 혹은 현실을 분석한 결과, 설득의 

세 요소로 ‘내용의 논리(logos), 연사의 인격(ēthos), 그리고 청중의 감정(pathos)’을 들었다.8) 이 

설득의 기제 가운데 감정의 요소는, 그 이전의 주로 청중의 감정만을 겨냥한 ‘연설 기술’에서와 

달리, 다른 설득 요소와 함께 청중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적절히 적용될 때 그들의 마

음속에서 판단을 바꿀 수 있고, 결국 연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청중을 설득할 수 있음을 의미한

다. 그렇다면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감정의 움직임을 통해 선택하는 이런 패턴의 판단을 장려

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다른 저작들에 나타나는 

감정에 대한 언급들과 상충하며, 전체적으로 판단에 관련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감안한다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이 논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서 인간의 몸과 감각, 그리고 감

정에 대한 생각들을 파악하고 나서, 그의 『수사학』에 나타나는 감정과 판단의 문제를 어떻게 이

해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줄 것이다.

2. 문제 제기: 설득수단으로서 감정과 판단의 문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 1권 1장에서 레토리케의 과업은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경

우에 주어진 설득수단을 발견하는 것”9)이며, “각각의 경우에 가능한 설득수단(pithanon)을 알아

보는 능력”10)이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규정은 그가 지금 하려고 하는 수사학 강의의 목적이 연설 

교사로서 학생에게 연설문 작성법이나 연설술을 습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학자로서 설득이 일

어나는 현상에 주목하여 그 기제로서 ‘설득수단’을 탐구하는 학문적 접근임을 밝히는 것이다. 그

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요소(pistis)를 기술(technē)과 무관한 것과 기술이 들어간 것으로 구

분한다.11) ‘기술없는 것’은 연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들(ex.증인, 고문, 계

7) J. Barnes(2000), A very short Introduction to Aristotle, p.92. 『서양고대철학2』, 강상진 외(2016), 

p.135.

8)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 1권 2장, 1356a1-4. 

9) 위의 책, 1권 1장, 1355b10. 만일 레토리케의 목적을 ‘설득하기’로 규정한다면, 그것은 소피스트나 연설

문작가나 연설교사의 시각이 그랬다는 비판이지만, 이것이 현실의 일반적인 시각이기도 할 것이다.

10)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 1권 2장, 1355b25.

11)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서 ‘테크네’(technē)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조명받고 있는데, 주로 ‘기예’

로 번역된다. 6권 3장에서 인간의 영혼이 참을 인식하게 되는 성정(hexis)으로 기예(technē),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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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로서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기술있는 것’은 방법을 통해 우리가 정립할 수 있는 것들로서 

연구를 통해 발견해야 한다. 그가 ‘설득수단’(pithanon) 혹은 ‘설득요소’(pistis)라고 부르는 것은 

이 ‘기술있는 것’(entechnon)들로서, 그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세 가지 설득요소를 제시한다. 

텍스트를 보자. “연설을 통해 제공되는 설득수단은 세 가지이다. 첫째, 그것은 연사의 성격

(ēthos)이 어떠한가에 있고, 둘째, 그것은 청중을 어떤 감정(pathos)으로 놓는가에 있고, 셋째, 

그것은 무언가를 보여주는 혹은 그런 것처럼 보이는 말(logos) 자체에 있다.”12)

이것이 위에서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득의 세 가지 요소를 ‘내용의 논리, 연사의 인격, 청

중의 감정’으로 제시한 책의 내용이다. 그리고 이 구절에 이어지는, 각 설득요소에 대한 설명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두 번째인 ‘청중을 통한 설득’은 그들이 연설에 의해 어떤 감정 상태(pathos)

로 이끌릴 때 일어난다고 말한다.13) 그리고 그 근거로 우리가 ‘괴롭거나 기쁠 때, 또는 사랑하거

나 미워할 때’ 등 특정한 감정 상태에 따라 다르게 판단을 내린다는 사례를 든다. 감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들어서, 청중의 감정을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서 연사가 원하는 설

득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만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물론 대중의 설득에 관련한 경

우이지만, 감정 변화에 의한 판단에 대해 긍정적인 혹은 최소한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것처럼 보

인다.

물론 그가 여기서 말하는 설득수단으로서의 ‘감정’ 요소는 수사학의 객관적 기술을 적용한 ‘기

술있는’ 요소이므로 무작정 감정을 자극하는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고, 또한 그 자신이 “우리가 

‘요즘 연설작가들이 이런 점에 대해서만 몰두하려 든다’고 비판한 바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지

만,14) 문제는 있다. 감정에 호소한 결과 청중의 변화된 선택이 연사의 목적에 맞는 것이라고 하

(epistēmē), 실천적 지혜(phronēsis), 지혜(sophia), 지성(nous)이 언급된다.(1139b15-16) 6권 4장에서

는 technē가 주제적으로 다루어지는데, 우선 제작과 행위가 구분되며, 이성을 동반하는 실천적 성정과 

이성을 동반하는 제작적 성정이 다름이 지적된다. 건축술(oikodomikē)은 일종의 technē이며, 그것이 

technē인 한 이성을 동반해서(meta logou) 무언가를 제작할 수 있는 성정이다.(1140a1-10) 우리가 『수

사학』에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 technē인데, 로마 시대에 이것이 ars로 번역되어 지식이나 학과 

개념으로 정착되고 키케로가 현실적 지식보다 인간성(humanitas)를 추구하며 지성인을 기르는 지식들을 

아울러 artes liberales라고 부른 것을 오늘날 우리가 ‘liberal arts, 자유 교양’으로 번역하고 있다. 여기

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1) 하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technē를 제작적 성정으로 분류한 것을 근거

로 그의 수사학을 제작적 기술, 즉 제작학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고, 2) 다른 하나는 technē로부터 로

마 시대의 ars 즉 지식이나 학과 개념이 정착된 후에는 이를 각각의 지식에 붙여 ‘학’이라고 하면서 그

것을 ‘기술’이라고 번역하기 어렵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를 것이냐의 문제이다. 

전자의 문제는 전통적으로 수사학을 제작학으로 분류했고 또 현대에도 이것이 연설 작성방법을 알려준다

고 하면서 제작학으로 보는 경우가 있지만(L. Cooper1960, Rhetoric of Aristotle, p.xviii.), 『수사학』

에는 완성된 연설이 수사학의 산물이라는 규정이 없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의 목적이 연설을 통해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수단을 규명하는 것이라고 했으므로, 수사학을 제작학으로 분류하기 어렵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을 실천학의 구도 안에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데, 수사학은 시민의 사

회에서 진리와 정의를 관철하기 위해 유용하며, 실천적 차원의 모든 소통 영역에 두루 쓰인다. 후자의 문

제는 technē 개념의 전이와 확장의 문제인데, 아리스토텔레스의 규정에 따르면 technē는 ‘이성을 동반

한 제작적 성정(hexis)’이며 따라서 이것이 제작 혹은 생성(genesis)과 관계한다는 것(1140a11)이 핵심인

데, 로마의 ars는 이 ‘제작적 성정’이라는 개념이 빠지고 여러 지식에 두루 적용될 수 있는 학문 혹은 학

과의 의미로 개념 전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넘어가겠다.

12) 위의 책, 1356a1-4.

13) 위의 책, 1356a14.

14) 위의 책, 1356a17. 앞서 1권 1장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들은 어떻게 재판관을 어떤 마음상태로 만

들지만 궁리하지, 기술있는 설득수단들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설명하지 않는다.”(1354b20-22)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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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이 텍스트에서 이러한 형태의 판단을 긍정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면, 이것이 아리스토

텔레스의 철학에서 일반적으로 감정과 판단에 관련한 이론과 부합하는지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은 여기서 감정에 해당하는 pathos에 대해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규정하지는 않고, 다만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감정들에 대해 말할 때 상세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하고 넘어간다. 그리고 그 해당 부분인 제2권 1-11장에는 간단한 개괄에 이어 

개별 감정들에 대한 분석이 나온다. 

『수사학』 2권 1장은 ‘청중을 통한 설득’을 위한 감정 분석에 앞선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여기서 감정의 변화를 통한 판단의 문제가 나타난다.

“레토리케는 판단(krisis)을 위해 있으므로, 연설이 증명적이고 믿을만하도록 연설에 주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연사 자신을 어떤 성질(poion tina)로 또 판단자를 마련해야 한다.15) 왜냐하면 

설득과 관련하여 [...] 연설자가 어떤 성질[의 사람으]로 보이는지, 또 그가 청중에 대해 어떤 마

음 상태에 있는지, 또한 청중이 어떤 마음 상태에 있는지에 따라 차이가 많기 때문이다. [...] 그

런데, 연설자가 어떤 성질로 보이는지는 조언과 관련하여 더 유용하고, 청중이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는지는 재판과 관련하여 더 유용하다. 왜냐하면 같은 사안이라도 청중이 사랑하느냐 미워하느

냐, 분노하느냐 진정하느냐에 따라 같지 않고, 전혀 다르거나 크기가 달라 보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 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거나 적

게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와 반대다. 그리고 무언가를 욕망하고 희망

에 찬 사람에게는, 만일 그런 미래의 것이 즐겁다면, 그것이 있게 될 것이고 좋은 것으로 보이겠

지만, 무감하거나 불편한 사람에게는 그와 반대이다.”16)

여기서 ‘포이온’(poion)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 이론에서 ‘어떠어떠함’ 즉 ‘성질’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poson)과 함께 실체를 규정하는 주요 속성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구절에서 연

사에 대해서는 성격(ēthos)을 가리키고 청중에 대해서는 마음의 상태 즉 감정(pathos)을 의미하

는 것으로 해석한다.17) ‘포이온’의 해석과 무관하게, 이 구절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연설에 있어

서 청중의 감정과 그들의 판단이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특히 재판과 관련하여 재판관들인 청중

에 있어서 그들이 처한 감정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 그는 『수사

학』 2권 1장의 뒤이은 구절에서 좀 더 분명하게 청중의 입장에서 겪는 감정의 변화를 통한 판단

에 대해 언급한다.

“감정(pathē)이란, 분노, 동정, 두려움 등과 그 반대되는 것들처럼, 그것을 통해 변화를 겪음으

로써 사람들이 판단을 바꾸게 되는 것으로(metaballontes diapherousi pros tas kriseis), 고통

15) 이 구절의 poion에 대해, 대부분 ‘연사 자신’ 부분과 ‘판단자 청중’을 분리하여 전자는 성격으로, 후자

는 감정으로 번역하는데(Cf. W. Heinemann(1926), in Loeb ed., “the speaker should show himself 

to be of a certain character and should know how to put the judge into a certain frame of 

mind.” G. A. Kennedy(2007), “[for the speaker] to construct a view of himself as a certain 

kind of person and to prepare the judge.”), 원문은 ‘auton poion tina kai ton kritēn 

kataskeuazein’으로. 직역하면 “자신을 어떤 성질로, 또 판단자를 마련해야 한다.”가 된다.

16)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 2권 1장, 1377b20-1378a5.

17) 한편, Cope의 주석에 따르면, 퀸틸리아누스는 여기서 to poion에 대해서 ēthos보다는 pathos를 말하

고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법정 연설의 경우 ēthos보다 청중의 pathos를 설득에 있어 더 우위에 놓

았다는 것이다.(Quintilianus, Institutio Oratoria, IV 5. 6) Edward Meredith Cope(1877), 

Commentary on the Rhetoric of Aristotle. Cambridge. ad l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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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쾌락이 동반하는 것이다.”18)

가버는 『수사학』 2권 1장의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곳에 나타나는 감정(pathos)의 규정이 아

리스토텔레스의 다른 텍스트에 나오는 것과 너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다.19) 그는 이 정의는 『니

코마코스 윤리학』, 『형이상학』, 그리고 『영혼론』에 주어진 감정에 대한 설명과 너무나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이 텍스트의 당면 문제에 관련한 감정의 정의가 틀림없다고 보았

다.20) 그는 이 정의는 다른 곳에 제시된 것들과 부합하지만, 다른 곳에는 ‘결정’의 아이디어는 없

다고 주장한다. 말하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다른 텍스트들에는 감정의 변화에 따른 결정 혹은 

선택이라는 계기가 없다는 것이다. 가버는 『수사학』은 연설들(logoi)과 사람들의 믿음에 대한 것

인 반면, 『니코마코스 윤리학』, 『영혼론』, 그리고 다른 학문적인 저작들은 진리를 목표로 한다고 

말함으로써 그 간극을 다 설명하는 것은 분명히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화자

가 청중에게 성공적으로 감정을 불러일으키려면, 그는 단지 사람들이 감정들에 대해 무엇을 생각

하는지 만이 아니라, 감정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수사학』에 나타

나는 감정에 따른 판단의 변화 문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텍스트 안에서 감정과 판단에 관한 논의

를 어떻게 펼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하는 단계로 넘어간다. 

3.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서 감정에 관한 논의

흔히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 일컬어지며, 동양의 전통에서 인간은 희노애락애오욕(喜怒哀樂愛

惡慾) 일곱가지 감정을 가진 존재로 이해된다. 감정의 종류나 가짓수는 다를 수 있으나, 인간의 

마음에서 이런 감정들이 발동하게 되면 무릇 삼가야 한다는 가르침은 공통적이다. 감정에 휩쓸리

면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것이다. 감정에 대해 이렇게 주의하도록 하는 가르침은 아리스토텔레

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 1권 3장에서 판단과 행위와 관련하여 나오는 감정에 대한 언급에서도 

확인된다.

“각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올바르게 판단하며, 이것들에 대한 좋은 판단자(agathos 

kritēs)이다. 개별 분야에서는 그 분야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좋은 판단자이며, 전 분야에 대해 

교육 받은 사람(peri pan pepaideuomenos)이 단적으로 좋은 판단자이다. 그런 까닭에 젊은이

는 정치학에 적합한 수강자가 아니다. 젊은이에게는 인생의 여러 행위들에 대한 경험이 없는데, 

정치학의 논의는 이런 것들로부터 나오고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젊은이는 

자신의 감정들에(pathesin) 따르기 쉬워서 강의를 들어봐야 헛되고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다.21)

18) 아리스토텔레스, 위의 책, 1378a19-22.

19) E. Garver(1994), Aristotle’s Rhetoric. An Art of Character, p.115. 한석환(2015)의 연구도 이 문

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원문의 diapherousi를 직역하여 “차이가 생긴다”라고 옮겼다.(p.333)

20) 가버는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맥락에 따라 다른 감정의 정의에 대해서는 Leighton, “Aristotle and the 

Emotions”를 참조하도록 했다.

21) 아리스토텔레스는 다른 곳에서도 젊은이들이 감정에 따라 살기에 잘못을 저지르는데, 그들은 수치심으

로 제어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수치의 감정은 ... 젊은이들에게 어울리는 것이다. 우리는 그 나이에 있는 

사람들이 수치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그들이 감정에 따라 살기에 많은 잘못들을 저지르며, 

바로 그 수치에 의해 제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EN. 4.9, 1128b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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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의 목적은 앎이 아니라 행위이니까. 또 그가 나이에 있어 젊은이이건 품성에 있어 풋내기

이건 간에 아무 차이가 없다. 그 모자람은 세월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따라 살며(kata 

pathos zēn) 무엇이든 그렇게 추구하는 데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숙하지 않은 사람

들에게 앎은 마치 ‘자제력 없는 사람’에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22) 아무런 이익도 가져다주지 

않는다. 반면 이성에 따라(kata logon) 자신들의 욕구를 이끌고 실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

들에 대해 아는 것이 많은 이득을 가져다줄 것이다.”23)

아리스토텔레스는 각자가 알아야 올바로 판단할 수 있으며, 자기가 아는 것에 대해 좋은 판단

자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그런 점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좋은 판단자이며, 모든 분야에 

교육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가 단적으로 좋은 판단자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젊은이는 정치학

의 적합한 수강자가 아니라는 말은, 젊은이는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그들이 정치학의 영역인 

사회 경험이 적은 데서도 나오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배운 지식이나 이성을 근거로 하기보

다 감정에 따르기 쉽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텍스트는 이것이 나이의 문제가 아님을 바

로 말해주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모자람은 세월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따라 살며 무

엇이든 감정에 따라 추구하는 데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감정에 따르는 이들에게는 

실천학의 배움이 큰 이득이 없겠으나, 반면에 이성에 따라 욕구를 이끌고 실행하는 이에게는 이

런 것들에 대해 아는 것이 많은 이득을 준다는 것이다.24)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

의 윤리학, 정치학 등 실천학에서 행위와 판단은 기본적으로 감정에 따를 때가 아니라 이성에 따

를 때 바람직한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학에서 감정(pathos)의 위상은 『니코마코스 윤리학』 2권 5장, 인간의 훌

륭함 혹은 덕(aretē)과 관련한 논의에 나타나는 중요한 구분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원래 

pathos는 ‘당하다, 겪다’를 뜻하는 동사 paschein에서 온 명사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심리학에서 

‘마음속에서 겪어진 것’을 의미한다. 이곳 『니코마코스 윤리학』 2권 5장에서 파토스는 우리의 마

음속에서 일어나는 것, 즉 영혼의 계기들 중 하나로 그려지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덕(aretē)이 

무엇인지 찾으면서, 영혼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 파토스(pathos), 능력(dynamis), 성정(hexis)25)

세 가지이므로, 덕은 이 셋 중 하나일 것이라고 말한다.26) 이어서 그는 “내가 말하는 파토스란 

22) ‘자제력 없음’(akrasia)의 문제는 『니코마코스 윤리학』 7권에서, 절제(sōphrosynē)는 3권 10장에서 주

제적으로 다루어진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서 자제력 있음, 즉 절제는 중요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sōphrosynē(절제)가 phronēsis(실천적 지혜)를 sōzein(보존)한다는 의미라고 하면서(6.5, 1140b11), 그 

중요성을 강조한다. 절제의 덕은 즐거움과 관련한 중용인데(2.7, 1107b4-6), 그것은 영혼이 아니라 몸의 

쾌락에 특히 촉각에 적용되는 것이며, 먹고 마시는 것, 성애적인 것에서 일어난다. 이러한 무절제는 우리

가 인간인 한에서가 아니라 동물인 한에서 갖는 것이므로, 비난받아 마땅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다.(3.10, 1117b28-1118b2) 아리스토텔레스는 절제가 이렇게 식욕이나 성욕과 같이 촉각이라는 감각이 

작동하는 경우에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나아가 적절하지 않은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 예컨대 ‘기뻐하지 말아야 할 것에서 기쁨을 느끼거나 마땅한 방식이나 한도를 넘어서 기뻐하는 것’과 

같은 지나침도 무절제이며 비난받게 된다고 지적한다.(1118b25) 

23)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1.3, 1094b27-1095a10.

24) 정치학, 윤리학 등 실천학 교육의 대상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손윤락(2015) 참조. 

25)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학에서 hexis는 인간의 성격 혹은 품성(ēthos)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아 강상진

외 번역(2006)에서는 ‘품성상태’라고 번역했고, 한석환은 ‘성품’으로 옮겼으나(2015, p.318), 성품은 성격

이나 품성과 유사한 의미를 주는 것으로 보아, 본고에서는 성정(性情)으로 옮겼다.

26)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2.5, 1105b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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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망, 분노, 두려움, 대담함, 시기, 기쁨, 친애, 미움, 갈망, 시샘, 연민 등 일반적으로 쾌락이나 

고통을 동반하는 것들이다.”27)라고 하면서 개별 감정들을 열거한다. 이어지는 논의에서 “덕이나 

악덕은 모두 감정이 아니다. 우리가 신실한 사람이라거나 나쁜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은 

우리의 감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덕과 악덕에 따라서이다. 칭찬을 받거나 비난을 받는 것도 마찬

가지이다.”28)라고 말하는 데서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덕(훌륭함)과 감정을 어떤 관계로 보았

는지 알 수 있다. 즉,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것은 그 사람의 덕

이나 악덕 때문이지 그의 감정 때문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칭찬을 받거나 비난을 받는 것도 마

찬가지라는 말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어떤 사람이 화를 낸다고 무조건 그를 칭찬하거나 비난하

지 않으며, 다만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화를 냈다고 비난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덕은 일종의 합리적 선택(prohairesis)이거나 그와 관련된 것인데, 우리가 화를 내거나 

두려워하는 것과 같은 특정한 감정을 가지는 것은 그런 선택 없이 느끼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

스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따라 ‘움직여진다(kineisthai)’거나 어떤 특정한 상태

에 ‘놓여 있다(keisthai)’는 것이다.29) 이 구절에서 우리는 분명히, 덕이 합리적 선택과 관련된 것

인 데 반해 감정은 그런 선택(prohairesis) 없이 느끼는 것이라는 생각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감정

에 관한 이론에서 중요한 구분임을 알 수 있는데, 만일 그렇지 않고 감정도 선택과 관련이 있다

면 그것이 덕의 일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지점이 앞서 본 『수사학』 2권 1장에서 “감

정이란 그것을 통해 변화를 겪음으로써 사람들이 판단을 바꾸는 것”30)이라고 한 규정과 결정적

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감정이 사람들의 판단을 이끄는 것, 즉 선택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더구나 그 ‘감정’의 요소가 『수사학』의 중심 주제인 설득수단 가운데 하나로 

제시되기 때문에 두 텍스트의 차이는 더 크게 보인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서 감정은 ‘우리의 자발적이거나 합리적인 선택 없이 마음에 

찾아와 우리가 그것에 따라 움직여지고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는’ 구체적인 어떤 변화와 결합되

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는 모두 덕의 성격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부차적으로 

언급된 것에 불과하며, 감정을 주제적으로 정의한 것은 아니다. 그 대신 “내가 말하는 파토스

란...”이라는 방식으로 사례를 열거함으로써 그것이 감정을 의미한다는 것이 분명해진 것이다.31)

사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에우데모스 윤리학』이나 『영혼론』에서도 감정에 대해 주제적인 정의를 

제시하지 않는다. 『에우데모스 윤리학』에서는 “나는 감정으로 분노, 공포, 염치, 욕망과 같은 것

들, 일반적으로 말해서 그 자체로 대부분의 경우 감각적 쾌락과 고통을 수반하는 경향을 일컫는

다.”32)라고 함으로써 감정의 정의 대신 『니코마코스 윤리학』 2권 5장과 같은 예시의 방법을 따

르고 있으나 개별 감정의 종류나 가짓수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감정의 목록도 잠정적이고 불완전

하다는 것이다. 한편 『영혼론』 1권 1장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의 상태, 즉 파토스에  대해 

그것이 영혼에만 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항상 신체에도 속하는 것인지 묻는다. 그리고 “모든 영적 

27) 위의 책, 1105b22-23.

28) 위의 책, 1105b29-1106a2.

29) 위의 책, 1106a3-6.

30)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 1378a19-22.

31) 한석환, 위의 책, p.319.

32) 아리스토텔레스, 『에우데모스 윤리학』 1220b12-14. 번역은 송유레(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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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는 신체와 결합된 것으로 보인다. 분노, 평온, 공포심, 연민, 대담함, 환희, 사랑과 증오 같은 

것 말이다. 이것들이 일어남과 동시에 신체가 무언가를 겪기 때문이다.”33)라고 말한다. 이 구절

은 인간의 감정이 몸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식론에서 몸이 감각의 자리

라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면, 이제 이 구절에서 우리는 감정이 감각의 자리인 몸과 결합된 것임을 

알게 된다. 감각이 인식의 자료를 제공함에도 올바른 판단이 작동하지 않으면 잘못된 의견을 만

들 수 있는 것처럼, 감정은 마음에 일어나는 ‘움직임’이지만 이성의 규제를 받지 않으면 일을 그

르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감정에 놓이게 될 때 취하는 행위는 모두 가치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니코마코스 윤리학』 5권 8장에는 정의와 자발성에 관한 논의가 나오는데, 여기서 감정에 따른 

행위의 문제도 엿볼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알고서 행했지만 미리 숙고한 뒤 행위한 것이 

아니라면 부정의한 행동(adikēma)이다. 분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모든 일, 인간에게 어쩔 수 없

이 혹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다른 감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 예이다.”34)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불쑥 찾아온 감정이 아니라 ‘미리 숙고한 뒤의, 자발적인’ 감정에 따른 행위, 

예컨대 ‘적절한 분노’는 정의로운 행위가 될 수 있다. 이 문제의 지침이 되는 텍스트가 『니코마코

스 윤리학』 2권 9장에 나온다.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성격적인 덕(aretē)을 지나침과 모자람 

사이의 중용으로 결론지으면서, 실천의 문제를 언급한다. 그는 “또 덕이 이러한 것인 까닭은 감

정과 행위 안에 있는 중간을 겨냥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충분히 논의 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화

를 내기(orgisthēnai)란 누구든 할 수 있는 쉬운 일이지만, [...] 마땅히 해야 할 사람에게, 마땅

한 만큼, 마땅한 때에, 마땅한 목적을 위해, 마땅한 방식으로 (to d’ hōi kai hoson kai hote 

kai hoū heneka kai hōs)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쉬운 일도 

아니다. 바로 그런 까닭에 이런 일을 잘 하는 것은 드물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며, 고귀한 일이

다.”35) 그러므로, 분노라고 할지라도 ‘숙고를 거친’ 감정에 따른 행위라면 칭찬받는 일이 될 수 

있다.

『수사학』 이외의 텍스트에 나타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감정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는 작업의 마

지막은 말을 통해서, 즉 실천학 강의를 통해서 덕을 갖추도록 하기가 정말 어려운 경우이다. 앞

서 젊은이들은 실천학의 적절한 수강생이 아니라고 했던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

의 끝 부분인 10권 9장에 와서는 “말들은(logoi) 젊은이들 중 자유인다운 사람들을 돌이키고 격

려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고결한 성격, 고귀한 것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성격의 젊은이들을 덕에 의해 사로잡히도록 만들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함으로써 이

들에 대한 교육의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그런데 그는 이어서 “그러나 다중(pollous)을 고귀하고 

선한 것(kalokagathia)으로 나아가게 할 수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 다중은 수치심이 아니라 두려

움에 설복당하게(peitharchein) 되어 있으며, 나쁜 것을 삼가는 것도 수치심 때문이 아니라 벌 

때문에 그러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감정에 따라 살면서(pathei zōntes) 그들의 고유한 즐거

움과 그 즐거움이 생겨나게 될 수단들을 추구하며, 그와 반대되는 고통을 피한다.”36) 아리스토텔

33) 아리스토텔레스, 『영혼론』 1.1, 403a16-18.

34)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5.8, 1135b20-22.

35) 위의 책, 2.9, 1109a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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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는 여기서 ‘다중’은 감정에 따라 살기에, 그들에게 고유한 쾌락과 그 수단들을 추구하고 고통

을 피하기만 할 뿐,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나아가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으나, 우리는 서두

에 그의 『수사학』에서 출발했을 때, 공적인 영역에서 대중을 설득하는 기제에 관한 그의 언급들

을 보았고, 그 설득수단 가운데는 다름 아닌 ‘청중의 감정을 통한’ 방법이 있었다. 윤리학의 다중

은 수사학의 청중과 다른 것인가? 아니면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의 수사학은 무언가 새로운 힘이 

있다는 것인가? 이제 『수사학』으로 돌아가 보자.

4.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서 감정의 논의

그렇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 나타나는, 설득수단으로서의 감정이라는 요소를 이해하

고 청중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 적절히 청중의 감정에 적용함으로써 청중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킴

으로써 결과적으로 연사 자신의 의도에 부합하는 선택을 이끌어내는, 그 기술(technē)에 대해서

는 우리는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 먼저,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서 그가 주장하는 설

득수단 가운데 ‘청중을 어떤 심리상태로 놓는 것’이라는 감정의 요소는 이전의 설득기술에서의 

감정 부추김과 다른 새로운 것이라는 주장은, 청중의 감정을 수사학 ‘기술’ 내에서 활용해야 한다

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분노(orgē)와 공포(phobos), 호의(eunoia)와 연민(eleos) 같은 ‘감정’은 정치가든 소피스

트든 기존의 연설가들이 가장 많이 활용했던 설득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기원전 5세기 민주정 

아테네의 정치가 페리클레스는 시민들 앞에서 연설할 때면 마치 ‘천둥이 치듯’ 마음을 뒤흔들었

기에 사람들이 그를 올륌포스의 주인 제우스라는 뜻으로 “올륌피오스”라고 불렀다고 한다.37) 고

대 그리스의 지식인으로서 고급 교육을 담당했고 연설 기술을 가르쳤던 소피스트들 가운데 트라

쉬마코스는 청중의 감정과 연민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들을 묶은 책 『Eleoi』(연민)을 짓기도 했

다.38) 그래서 실제 연설에서 누구라도 도입부에서는 청중의 호의를 불러일으키고, 종결부에서는 

상대편을 향해 청중의 분노를 자극하거나 연사 자신에게 연민을 느끼게 하는 방식이 상투적이었

다.39)

연설에서 청중의 감정을 활용하는 방식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서 크게 다른 국면을 맞

이한다. 그는 레토리케를 ‘기술’(technē) 혹은 학문으로 승화시켰으며, 기존의 연설교사들이 이 

기술을 제대로 정립하지도 못했으며, 그것의 작은 부분만을 다루었다고 보았다. 그는 그들에 대

해 “그들은 설득(pistis)의 몸통인 엔튀메마(enthymēma)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고 사안을 

벗어난 것들만 주로 다루었다.”40)고 비판했다. 그러므로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의 레토리케는 새로

36)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10.9, 1179b11-15. 여기서 ‘다중’(pollous)은 다수의 시민 대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통제 불능의 ‘군중’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37) Plutarchos, The Parallel Lives. Pericles, 39.2. 또한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 『아카르나이 사람들』에

는 “그의 연설은 천둥과 같다.”거나 “그는 혓바닥 위에 설득의 여신 페이토가 있다.”(528–531행)는 구절

이 나온다.

38)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 3.1, 1404a14. 트라쉬마코스는 아테네의 소피스트로, 그의 Eleoi는 아리스토

텔레스의 이 전거에만 유일하게 언급되는 저작이다. D. Zygmuntowicz(2019), p.6.

39) 한석환(2015), p.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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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것이라는 것이다. 이 점은 그가 『수사학』의 첫머리에서 “수사학은 변증법에 상응한다

(antistrophos)”41)고 함으로써 수사학(rhētorikē)에 대해 지혜를 다루는 철학의 방법론인 변증법

(dialektikē)에 맞먹는 학문적 지위를 주장하고 나선 데서 볼 수 있다. 이전의 연설가들이 의존했

던 청중의 감정이라는 요소에 대해서도,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은 오직 ‘설득수단’ 만이 기술에 속

하며 나머지는 부차적인 것들이라고 하면서, 이 기술에 입각해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의 새로운 레토리케에 따르면, 연사는 연사 자신의 성격(ēthos)이나 청중의 감정(pathos) 요소

를 ‘기술에 의거해서’ 적절히 고려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추론과 증명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사학을 강의하면서 ‘추론과 증명’을 기술로서 논하는 것은 당시에는 생소했을 수 있지만, 아

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을 “변증법에 맞먹는” 것이라고 선포한 만큼, 그는 수사학이 변증법

(dialektikē)이 사용하는 논리학과 관계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연설에서 추론과 증

명을 다루는 논리학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설득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에서는 연역추론(syllogismos)을 쓰되 그대로가 아니라 사안에 따라 축소되거나 변형된 

‘엔튀메마’(enthymēma)를 사용해야 하며, 이것이 설득수단 즉 기술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수

사학』의 서두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득의 몸통”이라고 불렸던 ‘엔튀메마’는, 우리말로는 ‘수사

추론’이라고 옮길 수 있겠는데, 수사추론은 전제와 결론이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형태인 점에서 

연역추론과 같으나, “그 나름의 이유로 모든 요소가 언어적으로 표현되지 않지만 어쨌든 식별할 

수 있는 삼단논법의 구조”를 갖고 있다.42) 그런데 수사학은 엄밀한 진리를 추구하는 논리학의 영

역이 아니라 인간적이고 가변적인 실천의 영역에서 작동하는 기술이며, 수사추론은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형식의 추론이기 때문에 언어적으로 축소되거나 변형된 형태라 하더라도 금방 

이해가 되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청중에게 더 강력한 논리의 각인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서 설득수단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이 수사적 추론과 

증명이다. 이것이 1권 1장의 내용이다.

그런데 우리 논의의 시작을 열었던 『수사학』 1권 2장에서 감정은 논리, 성격과 함께 설득수단 

가운데 하나로 나온다. 앞서 본 2권 1장에서도 감정은 ‘그것을 통해 변화함으로써 사람들이 판단

40) 아리스토텔레스, 위의 책 1.1, 1354a11-18.

41) 이미 키케로가 지적한 것처럼(De oratore 32.114), ‘antistrophos’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 비극의 형식

에서 온 것이다. 배우들의 대사로 이루어진 이야기인 막(epeisodion)이 하나 끝나면 코로스가 동일한 운

율의 두 절로 이루어진 노래 정립가(stasimon)를 부르는데 1절을 srtophē(돌기)라고 하고 그와 쌍을 이

루는 2절을 antistrophē(반대돌기)라고 한다. antistrophos는 이를 염두에 둔 말로서, 짝, 쌍 등의 명사

로 옮기기보다 형용사를 살려서 ‘상응한다, 맞먹는다’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

     “수사학은 변증법에 상응한다.”라는 말은 그 적용 범위에 있어서는 수사학과 변증법 둘 다 탐구 영역

이 특정된 학문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관계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변증법

은 학문방법론의 다른 이름이므로, 변증법이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이론적 영역에 적용되는 것처럼 수사

학도 그만한 가치로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실천 영역에 적용되는 학문이라는 의미가 된다. Cf. 플라톤, 

『고르기아스』에서 소크라테스: “요리술이 몸에서 연설술의 antistrophos이듯이, 연설술은 영혼에서 요리

술의 antistrophos이다.”(465d-e). “해당한다”(김인곤(2011) 번역) 요리술이 기술로 보이나 (혀만 달콤

한) 유사기술이며 몸에서의 진짜 기술은 (건강 회복해주는) 의학이다. 또 수사학은 사법(dikaiosynē)의 

그림자에 불과한 유사기술이다. 이러한 플라톤의 텍스트를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이 부정적 의미

로 쓴 antistrophos를 『수사학』 첫 마디로 썼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이 유사기술인 요리술

이 아닌, 학문의 지존인 변증법(dialektikē)에 맞먹는다고 한 것이다.

42) Sprute(1982), p.69. 한석환(2015), p.15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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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바꾸게 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감정 자극이 강력한 기술적 설득수단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듯이 2권 2-11장에서는 개별 감정들이 하나씩 상세하게 서술되고 있다. 그렇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득수단에서 감정의 요소는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감정을 통해 청중의 판단

을 바꾸도록 하는 문제는, 이렇게 『수사학』 안에서 1권 1장과 나머지 부분의 설득수단 이론에서 

감정의 요소에 대해 묻을 때에도 심각하지만,43) 앞에서 우리가 제기한 바와 같이 다른 텍스트들

에 나오는 인간의 판단과 행위에 있어서 감정에 대한 언급들과 비교해볼 때에도 심각한 문제이

다.

우선 『수사학』 안에서 1권 1장과 나머지 부분의 단절 혹은 차이의 문제는 텍스트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리스토텔레스가 1권 1장에서 이전의 연설가들에 대해 그들이 사안 자

체가 아니라 ‘비방, 연민, 분노’와 같은 감정에 호소한다고 비판하고44) 설득을 위한 ‘엔튀메마’를 

강조하고 있지만,45) 이 ‘논리적인 것’을 유일한 설득수단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1권 1장

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신의 새로운 수사학을 내세우면서, 기존 연설가들의 습관적 지평을 뒤집

는 맥락에서 수사학 기술의 증명적인 구조를 강조한 것으로 본다면, 그것이 1권 2장 이하의 ‘논

리, 감정, 성격’이라는 세 가지 설득수단 논의와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1

권 1장에서 감정에 호소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그들이 ‘사안을 벗어난 것들’을 다룬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1권 2장과 2권 1장에 나오는 설득수단으로서의 감정 요소에 따라 감정을 자극하고 그

에 따라 청중의 판단을 바꾸도록 한다면, 그것은 사안을 벗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인가?46) 텍스트

를 보면, 『수사학』 1권 1장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전의 연설교사들을 비판하는 것은 그들이 

‘설득(pistis)의 몸통인 ’엔튀메마‘는 말하지 않고 사안을 벗어난 것들만’ 즉 감정에 호소하는 것

만 다루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새로운 수사학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하려는 것은 주어진 사

안의 핵심인 ‘엔튀메마’에 집중하라는 것이다. 즉, 그는 설득수단으로 감정에 호소하는 문제를 다

루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설득의 핵심을 잊고서 감정에만 호소하는 낡은 방식을 비판한 것이다.

그렇다면, 연설교사들의 낡은 방식에서 감정에 호소하는 것과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의 수사학에

서 설득수단으로서의 감정 요소를 사용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

학』 1권 1장에서 ‘사안을 벗어나지 말고 사안의 핵심인 ’엔튀메마‘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고 한

다면, 그것은 연설술의 전통이라 할 수 있는 ‘사안 중심’의 설득이론을 펼친 것이고, 1권 2장에서

는 새로운 이론으로서 설득이 ‘사안’에 관련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연사’에 따라서도 또 ‘청중’에 

따라서도 이루어진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설득수단으로 청중의 감정을 

채택했다고 해서 1권 1장에서 감정에 호소하는 일을 비판했던 것을 철회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한석환의 연구에 따르면, 연사나 청중에 따른 방법이 사안을 벗어나는 성격을 띠는 것은 사실이

43) 대체로 1권 1장이 더 이른 시기에 집필된 것으로 간주되며, 일부 학자는 그것이 수사학을 비판한 플라

톤적인 성격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Fortenbaugh(1986), p.248. 『수사학』 1권 1장을 이른 시기의 것으

로 분리하는 이른바 발전사적 해석으로는 Solmsen(1929), p.221, Gohlke(1959), p.242 등을, 단일한 텍

스트로 보는 해석으로는 Rapp(2002) II, p.114, 한석환(2015), p.303 등을. 전체적으로는 Barnes(1995), 

p.262 참조.

44)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 1.1, 1354a16.

45) 위의 책, 1.1, 1355a5-8. “설득은 일종의 증명이다. [...] 그리고 수사학적 증명은 엔튀메마이고, 엔튀메

마는 일종의 추론이다.”

46)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한석환(2015), p.3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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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실의 법질서’ 하에서는 포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47) 사실 아리스토텔레스

는 여기서 재판관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데 몰두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만일 모든 판결들이 오늘

날의 몇몇 국가들에서, 특히 잘 통치되고 있는 국가들에서처럼 이루어진다면,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법이 그렇게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 사안에

서 벗어나 말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이다.”48)라고 했다. 이상적인 법질서 하에서는 감정 호소에 

몰두하는 방식이 금지될 것이고, 그러면 옛날식의 설득은 불가능할 것이란 말이다. 그러나 그것

은 이상일 뿐이고 현실의 미비한 법질서 하에서는 감정 자극이 유용하다는 것인데, 아리스토텔레

스가 3권 1장에서 “옳지는 않지만 필요한 것”이라고 한 말을 여기에도 적용할 수 있겠다.49)

그런데 설득수단으로서의 감정 요소의 역할을 보면 부정적이지도 않고 소극적인 활용에 그치지

도 않는다. 감정 요소의 역할은 사안 중심의 설득과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원하는 것으

로 보이며, 어떤 경우 감정 요소 자체가 사안과 관련이 있는 경우도 있다. 이것이 옛날의 감정 

자극과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의 감정 요소 간의 결정적인 차이이다. 앞서 말한 내용과 연결해서 

말하면, 옛날 방식의 감정 자극은 ‘기술없는’ 것인 반면, 자신의 감정 요소는 ‘기술있는’ 것

(entechnon)이라는 것이다. 『수사학』 1권 2장에서 기술없는 것은 “우리를 통해 마련되지 않은 

것”을 말하고, 기술있는 것은 “방법을 통해, 우리를 통해 마련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50) 전자

는 설득요소가 우리의 연설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경우이고, 후자는 그것이 연설을 통해 비로소 

마련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술없는 것은 가져다 사용하면 되지만, 기술있는 것은 기술의 도움으

로 발견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의 새로운 수사학은 경험이나 습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기반으로 한 기술이며, 학문으로서의 수사학인 것이다.

이제 본론의 끝으로, 『수사학』 1권 2장과 2권 1장의 설득수단으로서 ‘현실의 법질서 하에서 그 

유용성으로 인해 여전히 채택할 만한’ 것이라고 이해되는 이 감정 요소와 아리스토텔레스의 다른 

텍스트들에 나타나는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는 그것에 의거해서는 

안 되는 그 감정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자.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감각을 인식의 가장 기

초적인 자료로 채택했음에도 분노하고 슬퍼하고 욕망하는 감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믿을 만한 

인식 근거로 삼지 않음을 보았다. 이것은 무엇보다 감정이 덕의 특성인 합리적인 선택

(prohairesis) 없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거나 그런 상태에 있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온다는 것

도 보았다. 이제 『수사학』에서도 옛날식의 ‘감정 자극’의 경우라면 감정은 사실의 판단을 방해하

는 것으로 그려진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그곳[재판연설]의 판단은 남과 관련된 일에 대해 이루어

지고, 그래서 [재판관인] 청중은 자신의 이해득실만 따지고 편파적으로 청취하면서 소송 당사자들

에게 빠져 있을 뿐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사자가 재판관의 감정에 호소할 때, 

감정에 휘둘린 재판관들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방해받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의 설득수단에 따른 감정 요소는 어떻게 작동하며, 그 가치는 옛

47) 한석환(2015), p.310.

48)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 1.1, 1354a18-24.

49) 위의 책, 3.1, 1404a2-3.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서 ‘연기’(hypokrisis)에 관한 기술은 아직 작성되어 있

지 않지만,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50) 위의 책, 1.2, 1355b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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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식 감정 자극과는 어떻게 다른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답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표현이지만, 

‘판단에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슬플 때와 기쁠 때, 사랑하거나 미워할 때 

같은 방식으로 판단을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51) 또한 왜냐하면 “같은 사안이라도 청중이 사랑하

느냐 미워하느냐, 분노하느냐 진정하느냐에 따라 같지 않고, 전혀 다르거나 크기가 달라 보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 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으

로 보이거나 적게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와 반대이다.”52) 그리고 우리

가 앞서 『수사학』의 주된 전거로 삼았던 것인데, “감정은 분노, 연민, 공포 등과 그 반대되는 것

들처럼, 그것을 통해 변화함으로써 사람들이 판단을 바꾸게 되는 것이며, 고통과 쾌락이 따른다

.”53)는 것이다.

이렇게 비교해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옛날의 ‘감정 자극’이 청중의 관심을 사안 밖으로 돌려놓

아 판단을 방해하는 데 비해, 자신의 설득수단에 따른 감정 요소는 청중의 판단에 변화를 일으킴

으로써, 즉 스스로 판단을 내리게 함으로써 설득을 이루어내는 데 작용한다고 구도를 가지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우리가 앞서 『수사학』의 설득수단인 이 감정 요소가 ‘청중의 판단을 변

화시킨다’는 구절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다른 텍스트들에서 감정에 대한 이론과 상충한다고 본 그 

문제를 풀어보자. 우리가 본 바와 같이 『니코마코스 윤리학』 등에서 감정은 그 수동성으로 인해 

합리적 선택과 무관하고 그래서 훌륭한 인식이나 판단과 거리가 먼 것으로 그려졌다. 그러나 우

리는 한편으로, 불쑥 찾아온 감정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미리 숙고한 뒤의, 자발적인’ 감정에 

따른 행위, 예컨대 ‘적절한 분노’는 정의로운 행위가 될 수 있음을 보았다. 그리고 『니코마코스 

윤리학』 2권 954)장을 근거로, 예컨대 분노라고 할지라도 ‘숙고를 거친’ 감정에 따른 행위라면 칭

찬받는 일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제 『수사학』에서 설득수단인 이 감정 요소가 ‘청중의 판

단을 변화시킨다’는 구절을 긍정적인 맥락으로 읽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청중에게 일어

나는 이 ‘판단의 변화’가 자발적인 선택(prohairesis)의 결과이냐의 문제이다. 만일 여기서 연사

가 주어진 사안에 집중하여 최대한 효과적인 ‘엔튀메마’를 제시할 뿐 아니라 자신의 인격을 연설 

속에서 마련하고 청중의 감정에 공감하는 연설을 했을 때, 청중이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스스

로 선택한 그런 판단이라면, 그 판단을 이끌어낸 연설은 훌륭한 연설이며, 그 안에 설득수단으로 

활용된 감정 요소는 정당한 것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5. 맺음말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서 감정이라는 설득의 요소와 그에 따라 

나오는 청중 분석으로서의 개별 감정에 대한 언급들에 나타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을 정리하

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1)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 1.2, 1356a15-16. 또한 2.1, 

52) 위의 책, 2.1, 1377b31-1378a6.

53) 위의 책, 2.1, 1378a19-21.

54)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 2.9, 1109a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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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서 설득수단 가운데 ‘청중을 어떤 심리상태로 놓는 것’이라는 감

정의 요소가 이전의 설득기술에서의 감정 부추김과 다른 새로운 것이라는 주장은, 청중의 감정을 

수사학 기술 내에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은 설득의 원리 혹

은 기제를 학문적으로 탐구하는 것이며, 청중의 감정이라는 설득요소에 관한 문제도, 이것을 수

사학 기술로서, 즉 학문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수사학』 이외의 다른 텍스트들에 나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감각과 감정의 위상을 이해할 때, 그의 생각은 감정에 휩쓸리는 행동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어떤 감정의 표출이 사안에 대해 충분히 숙고한 뒤에 나오는 합리적 선택(prohairesis)의 

결과라면, 분노라고 할지라도 칭찬받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윤리학적 텍스트들의 맥락을 감

안하면, 『수사학』에서 설득수단으로 나타나는 청중의 ‘감정’이라는 요소는 만일 연사가 주어진 사

안에 집중하여 최대한 효과적인 ‘엔튀메마’를 제시할 뿐 아니라 자신의 인격을 인정받고 청중의 

감정에 공감하는 연설을 했을 때, 청중이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스스로 선택(prohairesis)한 

그런 판단이라면, 그 판단을 이끌어낸 연설은 훌륭한 연설이며, 그 안에 설득수단으로 활용된 감

정 요소는 정당한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미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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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윤락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서 감정과 판단의 문제”에 대한 토론문

전종윤(전주대)

정치인들의 다양한 말실수와 그로 촉발된 크고 작은 풍파 속에서 당황, 아니 황당해하고 있을 

때, 손윤락 선생의 발표문―“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서 감정과 판단의 문제”―은 작금의 사

태를 보는 토론자의 편협한 시각을 조금이라도 고양하는 역할을 하였다. 우리 삶의 목적이 그저 

생존하는 것이 아닌 ‘훌륭한 삶(eu zēn)의 추구’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 동의하면서 아름답

고 좋은 것을 지향하는 덕(aretē)을 갖춘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지만, 순간순간 여과 없이 표출되

는 감정의 쓴 뿌리를 경험하면서 존재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일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손윤락 선생의 발표문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것은 그 사람의 덕이나 악덕 때문이지 그의 감정 때문이 아

니”라고 한다. 게다가 “어떤 사람이 칭찬을 받거나 비난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그러

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화를 낸다고 무조건 그를 칭찬하거나 비난하지 않으며, 다만 어떤 특

정한 방식으로 화를 냈다고 비난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화내는 일, 즉 감정을 드러내는 일은 무조건 부정적인 요소가 아니며 지나침과 

모자람 사이의 중용에 해당하는 ‘적절한 분노’라는 실천적 지혜를 찾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아

리스토텔레스가 보는 성격적 덕의 특성이 감정과 행위 사이의 긴장이자 중용찾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화를 내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마땅히 해야 할 사람에게, 마땅한 만큼, 마땅한 때에, 마

땅한 목적을 위해, 마땅한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쉬운 

일도 아니”라고 한다. 결론적으로 분노도 숙고를 거친 감정의 행위여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감정’의 문제는 『니코마코스 윤리학』, 『에우데모스 윤리학』, 『영혼론』 등을 

중심으로 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수사학』의 중심 주제인 설득수

단으로서의 ‘감정’의 요소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손윤락 선생은 감정

의 요소를 이해하고 청중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 적절히 청중의 감정에 적용함으로써 청중의 마음

에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연사 자신의 의도에 부합하는 선택을 이끌어내는 기술

(technē)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지 자문한다. 

『수사학』 1권 1장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전의 연설교사들을 비판한 것은 그들이 설득의 몸

통인 ‘엔튀메마’는 말하지 않고 사안을 벗어난 것, 즉 감정에 호소하는 것만 다루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의 새로운 수사학에 따라 주어진 사안의 핵심인 ‘엔튀메마’에 집중하

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옛날의 ‘감정 자극’이 청중의 관심을 사안 밖으로 돌

려놓아 판단을 방해하는 데 비해, 자신의 설득수단에 따른 감정 요소는 청중의 판단에 변화를 일

으킴으로써, 즉 스스로 판단을 내리게 함으로써 설득을 이루어내는 데 작용한다고 구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손윤락 선생의 새로운 해석이다.

이 과정을 거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텍스트 내에서 이질적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감정 개념

의 통합을 시도한다. 『니코마코스 윤리학』 등에서 분석한 감정은 그 수동성으로 인해 합리적 선



- 95 -

택과 무관하고 훌륭한 인식이나 판단과 거리가 먼 것이었다. 그러나 불쑥 찾아온 감정에 휩쓸리

는 것이 아니라 ‘미리 숙고한 뒤의, 자발적인’ 감정에 따른 행위, 예컨대 ‘적절한 분노’는 정의로

운 행위가 될 수 있음을 보았고, 분노라고 할지라도 ‘숙고를 거친’ 감정에 따른 행위라면 칭찬받

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해석을 『수사학』에 적용하면, 설득수단인 감정 요소가 ‘청중의 

판단을 변화시킨다’는 구절을 긍정적인 맥락으로 읽을 수 있다. 왜냐하면 청중에게 일어나는 ‘판

단의 변화’는 자발적인 선택(prohairesis)의 결과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만일 여기서 연사가 

주어진 사안에 집중하여 최대한 효과적인 ‘엔튀메마’를 제시할 뿐 아니라 자신의 인격을 연설 속

에서 마련하고 청중의 감정에 공감하는 연설을 했을 때, 청중이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스스로 

선택한 그런 판단이라면, 그 판단을 이끌어낸 연설은 훌륭한 연설이며, 그 안에 설득수단으로 활

용된 감정 요소는 정당한 것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본 발표문을 통해 밝힌 독창적인 

내용이다. 이와 같은 분석과 이해를 거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학술대회의 주제인 “몸과 마음의 수사학 그리고 유교적인 것”에 비추어 아리스토텔레

스의 감정의 문제와 유교적 감정의 문제를 비교 분석한다면 어떤 결과물을 도출할지 궁금하다. 

발표자도 언급했듯이 인간의 네 가지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마음(情)과 일곱 가지 감정(情), 즉 사

단칠정(四端七情)은 오래전부터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유교 용어이다. 주지하듯이, 사단은 

측은지심(惻隱之心)·수오지심(羞惡之心)·사양지심(辭讓之心)·시비지심(是非之心)의 네 가지 마음(감

정)으로서 각각 인(仁)·의(義)·예(禮)·지(智)의 착한 본성(德)에서 발로되어 나오는 감정이며, 칠정은 

희(喜)·노(怒)·애(哀)·구(懼)·애(愛)·오(惡)·욕(欲)의 일곱 가지 감정이다. 이 사단칠정에 대해 거론하

지 않은 자가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성리학 논쟁의 중요 쟁점이기도 하다. 

둘째,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서의 기술(technē)의 문제를 다루었는데, 감정과 관련해서 언

급되는 기술이란, 그렇다면 단순히 청중의 감정을 통해서 판단을 바꾸는 기술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고차원적 의미를 갖는지 궁금하다.

셋째, 아리스토텔레스의 감정의 문제를 논의하면서 선생님은 『정치학』의 예를 들어서, “젊은이

는 정치학의 적합한 수강자가 아니라는 말은, 젊은이는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그들이 정치학의 

영역인 사회 경험이 적은 데서도 나오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배운 지식이나 이성을 근거로 

하기보다 감정에 따르기 쉽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추구하는 공존을 위

한 시민교육의 피교육자는 젊은이일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 97 -

혐오(惡)와 갈라치기의 수사

- 버틀러, 누스바움 그리고 가다머의 언어철학 -

이경배(전주대)

1. 머리말

오늘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필수적인 공동체 보존과 운용 원리는 ‘대화’, 

‘소통’ 그리고 ‘합의’가 허용하는 연대성과 공동체 소속감이다. 고전주의 시대 공동체가 한 사람

이 내리는 신적 명령이 지배하고 통제하는 규율 사회였다면, 우리가 살아는 현대 사회의 원칙은 

공동체 구성원 사이의 합의의 산물이다. 이 때문에 오늘날 시민에게 요구되는 핵심 덕목은 다름 

아닌 대화에 참여하는 소통 능력이고, 자신의 견해를 대화 상대자에게 잘 전달하는 설득력이다. 

이처럼 현대 사회의 달라진 지향점은 변화하지 않는 불변의 이성적 논리나 합리적인 수학적 객관

성이 아니라, 오히려 타인의 감정 동요를 부르는 수사적 언술 능력을 향해 있다. 즉, 우리가 살아

가는 오늘날의 공동체는 그 어느 때보다 언어적 이해능력과 수사적 표현능력을 요구하는 사회다. 

그러나 언어능력과 수사능력이 인간의 사상사 전체를 관통하여 항상 사유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언어와 이를 토대로 한 웅변술은 철학사에서는 오랜 기간 의심의 대상이었다. 소

크라테스는 대표적인 소피스트 중 한 명인 고르기아스를 비꼬면서 수사학을 ‘기술(techne)’의 일

종으로 취급하며 “연설술”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그는 “내가 연설술이라고 부르는 것은 훌륭한 

것들 축에는 전혀 들지 않는 어떤 것의 일부”라고 비하했다. 소크라테스는 수사학을 사람들을 즐

겁게 하려고 하거나, 마음에 들게 행동하려고 하는 “요리술”, “치장술”, “소피스트술”1)과 같은 

기술로서 자유인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이성 혐오의 노예도덕(Misologie)으로2) 간주했다. 그러나 

공동체의 운용과 보존의 원리로서 ‘하나’의 소리가 아니라, ‘여럿’의 소리가 중요해진 현대 사회

에서 수사학은 대화와 소통 그리고 이를 통한 합의의 언어적 이해과정에 필수적인 요소라 하겠

다. 이런 맥락에서 가다머는 수사학과 같이 언어적 표현에 대한 이해와 해석 그리고 적합한 전달

을 자신의 근본 요소로 삼고 있는 해석학을 “소통의 기예(Kunst der Verständigung)”3)라고 부

른다.

사실 계산하는 합리적 객관성과 자기 입법하는 이성의 규범성 시대를 지나 대화와 소통의 시대

로의 이행 문턱에는 ‘언어로의 전환(linguistic turn)’이 서 있다. 수사적 표현과 이에 대한 언어

적 이해, 해석 그리고 상황에 적합한 적용을 자신의 과제로 삼는 해석학과 수사학은 언어로의 사

상사적 전환의 시대의 전면 등장에 했으며, 또한 이런 전환을 이끌기도 했다. 해석학과 수사학의 

시대를 간단히 정의한다면, ‘언어 존재론’의 시대다. 그러니까 “한처음에 말씀(logos)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

1) 플라톤, 김인곤 옮김, �고르기아스�, 서울: 이제이북스 2011, 463a-b.

2) 플라톤, 박종현 역주, �파이돈�, 경기도: 서광사 2010, 66d, 69b 참조. 

3) Hans-Georg Gadamer, “Replik zu >Hermeneutik und Ideologiekritik<”, in: Hermeneutik II, 
Gesammelte Werke 2, Tübingen: Mohr Siebeck 1993, S.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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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4) 즉, 모든 존재는 

말과 더불어 생성되기 때문에, 결국 “말이 없는 곳에서는 사물 존재도 없다(Kein ding sei wo 

das wort gebricht).”5) 신의 일이기는 하지만, 말이 곧 존재이다. 그러므로 신의 말로부터 창조

된 피조물인 인간은 본래 ‘로고스를 가지고 있는 동물(zoon logon echon)’, 즉 말을 하는 동물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철학의 역사는 가다머에 따르면 ‘언어 망각의 역사’였다. 왜냐하면 

철학은 언어를 사유의 매개체 혹은 사유의 참된 내용을 실어 나르는 운반수단으로 언어의 역할을 

폄하해왔으며, 더 나아가 오류 발생의 원인을 언어로부터 찾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언어가 논리

적으로 엄밀해야만 하는 사유의 과정을 종종 잘못된 길로 이끌어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소크라테스는 “이름들 없이도 ‘있는 것들’에 관해 배울 수” 있도록 “이름들 말고 다른 무

엇 인가를 찾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즉, “이름들에 의지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어느 쪽의 이름들

이 참인지를 밝혀 줄, 그래서 있는 것들의 진리를 드러내 줄 그런 것”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6)

여기서 소크라테스가 그토록 찾고자 한 진리는 오랜 기간 철학의 이상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어떤 매개도 없는 ‘지성과 사물의 일치(adaequatio intellectus et rei)’였다.  

지성과 사물의 일치가 만들어낸 세계는 수학적 언어로 이루어진 이론 이성의 사물 세계에 대한 

지배의 약속일 뿐이었다. 이 때문에 수학과 자연과학이 건축한 세계가 아니라, 수학의 언어와 과

학 방법론으로부터 탈피한 대화와 소통 그리고 합의에 대한 현대적 요청이 해석학과 수사학을 실

천의 세계로 불러냈다. 가다머 철학적 해석학의 이해가 ‘타자가 말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둠’을 원

칙으로 언제나 그리고 이미 ‘다른 이해’의 실천적 반복인 한, 해석학적 이해는 그 자체로 실천적 

수행이며, 수사학이 “엄밀한 의미에서 설득과 관계가 있으며, 설득이 증명의 일종”인7) 한, 수사

학 또한 실천적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키케로가 수사학의 원천을 “아카데미아”의 철학에

서 찾으면서, 연설가에게 웅변의 주제를 “선과 악에 대해서, 공평함과 부당함에 대해서, 이익과 

손해에 대해서, 명예와 수치에 대해서, 이렇게 가장 중요한 주제에 대한 학문(윤리학)”8) 공부에서 

찾으라고 당부하는 것으로 보아 수사학은 그 자체로 실천철학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오스틴

(J. L. Austin)이 참과 거짓의 판단이 가능한 진술 명제가 아니라, 발화행위의 수행성, 즉 “수행

적 문장”을 언어분석의 대상으로 삼았을 때, 그의 언어철학은 근본적으로 이론철학이 아니라, 실

천철학의 영역을 향해 있다. 즉, 오스틴의 관점에서 “문장을 발화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행위

를 하는”9) 것이다. 언어적 표현과 이해가 그 자체로 어떤 것의 수행이며, 동시에 수행적 행위 결

과를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화행위는 곧바로 자기 자신을 향한 윤리적 실천 행위가 된다. 

그러므로 해석학적 이해와 수사학적 발화행위는 절대적 일회성으로서의 사건이다. 무언가 행위를 

요구하는 윤리적 행위 상황이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갖는 것처럼, 해석학적 이해상황이나 발화행

위상황도 반복할 수 없는 절대적 일회성을 자신의 특성으로 지닌다. 

4) �성경�, 요한복음서 1.1-3,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5) Stefan George, Das Wort, in: Gedichte mit einem Nachwort von Ernst Osterkamp, Frankfurt 

a. M. und Leipzig: Insel Verlag 2005, S. 221.

6) 플라톤, 김인곤·이기백 옮김, �크라튈로스�, 서울: 이제이북스 2007, 438d-e. 

7) 아리스토텔레스, 천병희 옮김, �수사학/시학�, 경기도: 숲 2017, 1355a 4.

8) 키케로, 안재원 편역, �수사학. 말하기의 규칙과 체계�, 서울: 길 2007, 396쪽.

9) J. L. 오스틴, 김영진 옮김, �말과 행위. 오스틴의 언어철학, 의미론, 화용론�, 서울: 서광사 2019, 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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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민주주의라고 불릴 만큼 매체의 홍수와 정보의 범람 속에 삶을 영위하는 현대인에게 말

하기는 의사전달의 창구로서 ‘신문고’를 울려야 했던 시대에 비해 일상적이며, 익숙한 일이 되었

다. 말을 해야만 하는 시대는 침묵을 경시하면서도, 또한 침묵을 강요하며, 동시에 말을 무기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하는 말의 시대다. 자기  표현의 시대이면서 말의 통로가 넘쳐나 쉽게 

말이 칼이 되는 시대를 사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근대적 요구였던 ‘표현의 자유’나 ‘언론 출판의 

자유’는 어찌 보면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리가 아니라 이제는 제한되어야만 하는 권리인지도 모

르겠다. 왜냐하면 수사학은 연설가가 자신의 언어적 능력과 설득력을 과시하여 어떻게 청중의 마

음을 자신이 원하는 상태에 가져다 둘 수 있는지의 방법을 탐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이다.10) 언어

의 감정에 대한 영향과 감정의 언어화로서 수사학의 위력에 대해 고르기아스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그것을 말로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주장합니다. 법정에서는 재판관들을, […] 그 밖의 

모든 집회에서 말로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지요. 정말이지 이 능력을 가지면 당신은 의사를 노예

로 삼을 수 있고 […] 사업가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 당신을 위해 돈벌이를 하고 있는 것

으로 드러날 겁니다.”11) 탁월한 연설가의 웅변술은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위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웅변술 자체가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고자 하는 의지의 산물이기 때문에, 말에 

대한 이해와 표현의 철학인 해석학과 수사학은 언제나 그리고 이미 실천철학의 논의 지평에 들어

서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12) 발화행위의 위력이 현실적으로 강화되면 될수록, 발화

행위의 윤리적 책임의식 또한 고양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발표자는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말의 시대’로 규정하고, 말의 권력이 자아내는 

폭력 현상으로서 혐오와 정치 사회적 갈라치기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다루고자 하며, 그리고 대

화와 소통을 지배하고자 하는 치밀한 권력 메카니즘의 균열로서 안티고네의 ‘저항의 소리’ 혹은 

바틀비의 ‘거부 의사’에 내재하는 주체성을 해석학적 이해주체의 반성력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발표자는 먼저 버틀러(J. Butler)의 혐오 발언의 배후에서 작동하는 국가권력에 대한 

철학적 분석에 기대어 혐오와 갈라치기의 사회 정치적 현상과 이에 대한 발화행위들에 주목하고

자 한다. 이어서 공동체 내에 사회 역사적으로 만연한 혐오 현상의 선행 전제로서 혐오 감정의 

발생과 작동원리를 대상관계이론에 기대어 분석하고, “혐오의 정치”를 넘어 “인류애의 정치” 공

동체로의 정치 사회적 전환을 사상적으로 모색하는 누스바움(M. Nussbaum)의 법철학적 견해에 

주목하려 하며, 그녀의 사유권역 밖에 존재하는 권력담론의 분석을 통해 국가법에 대한 맹신의 

한계를 지적하려 한다.13) 마지막으로 누스바움의 혐오 분석과 극복 방안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국

가법과 권력에 대항하는 저항 담론에 내재하는 발화행위의 주체를 찾고자 하는 시도로 가다머 철

학적 해석학에서의 해석학적 이해주체의 반성적 이해행위를14), 즉 언어적 표현과 담론 내 발화행

10)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시학�, 1377b22-26참조. 키케로, �수사학�, 74쪽 참조.

11) �고르기아스�, 452e.

12) 해석학과 수사학의 실천철학적 관계에 대하여 최성환, ｢해석학과 수사학 – 사회적 · 문화적 실천으로서

의 인문학 -｣, �해석학연구� 제17권, 한국해석학회 2006, 51-78쪽 참조. 이희용, ｢철학적 해석학과 수사

학의 내적 연관성｣, �해석학연구� 제19권, 한국해석학회 2007, 1-27쪽 참조.

13) 혐오발언의 전제로서 혐오 감정에 대한 누스바움의 정치철학적 분석에 대해서 임옥희, ｢혐오발언, 혐오

감, 타자로서 이웃｣, �도시인문학연구� 제8권, 서울시립대도시인문학연구소 2016, 79-101 참조. 국가법

을 통해 혐오 감정 해소와 혐오 발언 처벌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양효영, ｢혐오표현, 국가 규제 그리고 

표현의 자유｣, �마르크스21� 제37권, 책갈피 2020, 112-12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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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대한 이해주체의 해석주권을 다루고자 한다. 

2. 혐오와 갈라치기의 언어 행위

“우리는 언어의 힘에 저항하고자 할 때조차 언어의 힘을 행사하게 된다.”15) 인종혐오, 여성 혐

오, 동성애 혐오와 같은 모든 혐오의 발언들은 언어의 상징적 위력을 이용하여 말의 실천적 힘을 

정치사회의 실재계에 현실적으로 작동하는 권력으로 전이시키려는 시도이며, 혐오 발언은 실제로 

현실 정치사회에서 분할통치와 갈라치기의 이데올로기적 폭력으로서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한

다. 정치적 갈라치기를 위한 혐오 발언의 위력이 주권 권력의 실제적 폭력 기제와 더불어 작동할 

때, 혐오의 발화행위는 청자를 침묵의 심연으로 밀어 넣는다. 혐오 발언이 정치적 선동의 언어가 

되어 혐오의 정치로서 주권 권력을 획득하는 순간 혐오의 대상은 능동적 발화 주체의 폭력 앞에 

노출된 객체로서 사물화되고, 존재가(Seinsvalenz)를 철저하게 탈취당한 수동적 몸뚱이로 전락한

다. 혐오 발언이 지배하는 소통 공동체에 능동적 인격은 오직 지금 여기 발화하는 주체뿐이며, 

그 외의 주체는 완전히 소외된다. 이처럼 왜곡된 소통 공동체에서 발화자에 의해 낙인찍히고 잘

못 호명된 주체, 소통과정의 변태적 변이로 인해 발화자에 의해 철저하게 대상화되고, 애초에 ‘말

을 가진 동물’이었지만 발화행위에서 낯설어진 소외 주체가 자신을 대상화한 타인의 시선을 자신

의 힘으로 지칭하기 위해서는 타인이 자신에게 사용한 말의 위력을 되돌려주어야만 한다. 자신을 

침묵의 심연에 빠뜨린 혐오의 말들에 저항하기 위해서 대상화된 주체는 스스로의 말을 사용하여

야만 한다. 그동안 청자였을 뿐인 이 주체는 자신을 향한 끊임없는 지시행위를 행하는 발화효과

적 언어행위의 반복에 균열을 만들어냄으로써, 이 언어 행위의 주체가 발화수반적 언어행위의 주

체로서의 권위를 더이상 행사하지 못하도록 자신만의 발화행위를 행해야만 한다.16)

나와 우리를 대상화하는 타자의 시선, 타자의 발화행위는 근대에 ‘학문’이라는 이름, ‘인종학’, 

‘인류학’, ‘민속학’ 혹은 ‘지리학’으로 불리며 특정 영역에 대상을 가두어 두려 했다. 유럽 서양인

의 원활한 식민통치의 수단으로서 동양에 대한 탐구인 오리엔탈리즘은 서양인의 시선과 경험에 

비춰진 동양의 특별한 지위를 말한다.17) 이런 오리엔탈리스트의 시선을 다카하시 도루(高橋亨)는 

일본이 제국화되어 가던 시기에 조선을 향해 보냈다. 다카하시의 조선을 향한 시선은 일본 근대

의 중첩적 대립상을 그대로 노출한다. 조선을 향한 관찰자의 시선은 식민통치를 준비하는 지배 

권력으로서 피식민지를 향한 욕망의 시선이지만, 동시에 이 시선은 자신들의 주체적 시선이 아니

14) 이경배, ｢가다머(H.-G. Gadamer)의 해석학적 이해주체｣, �범한철학� 제53권, 범한철학회 2009, 

256-290쪽 참조 그리고 ｢판단 이전의 근원적 존재지평-횔덜린의 1795년 �판단과 존재｣｣, �범한철학� 제

59권, 범한철학회 2010, 257-283쪽 참조.

15) 주디스 버틀러, 유민석 옮김, �혐오발언�, 서울: 알렙 2016, 11쪽.

16) 발화행위(locutionary act), 발화수반행위(illocutionary act), 발화효과행위(perlocutionary act)에 대

해서 오스틴, 139-140쪽.

17) 에드워드 W. 사이드, 박홍규 옮김, �오리엔탈리즘�, 경기도: 교보문고 2018, 13-18. 마치 근대 영국인

이 그리니치 천문대에 상상의 선을 긋고 시간의 출발점으로 삼았듯이, 동양이란 지리적 위치는 서양인의 

상상의 산물이다. 그들이 그린 낯선 문화와 경험이 그들의 상상 속에서 하나의 가상의 선을 그을 수 있

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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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유럽이 자신들에 보낸 시선이다. 다카하시의 시선은 유럽의 시선에 노출되어 대상화와 소외

를 경험한 무기력한 수동적 주체의 시선이면서, 동시에 ‘황도유학’의 사상적 토대 위에서 조선을 

향해 보내는 제국주의의 시선이다. 따라서 다카하시의 시선은 ‘서양식 발코니의 2층에서 바라보

는 일본식 다다미의 1층 방’과 같은 부조화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다카하시의 

조선에 대한 관찰은 아직 극복되지 못한 미완의 서구 근대성과 황도유학으로의 ‘근대초극론’이 

중첩되어있는 모순의 산물이다.18) 이 시선에는 스스로 제국화됨으로써 서양이 그에게 보낸 대상

화의 시선을 탈피하지 못한 애처로운 오리엔트의 오리엔탈리즘이 남아 있다. 서양의 동양을 향한 

왜곡된 시선으로서 오리엔탈리즘이 일본을 낙인찍었듯이, 다카하시도 오리엔탈리즘의 시선을 빌

어 조선을 낙인찍었다. 이러한 낙인찍기의 발화효과적 언어행위는 반복적 이데올로기화를 통해 

결국 자격 없는 발화자의 발화수반적 언어행위로서 위력을 발휘한다. 

“검둥이는 어디를 가든 언제나 검둥이”19)일 수밖에 없도록 흑인에게 백인이 낙인을 찍듯이, 히

틀러의 나치는 유대인들의 왼쪽 가슴에 노란색 별을 새기게 함으로써 하나의 공동체에서 독일 유

대인들을 분리했다. 유대인에 대한 인종차별적 낙인찍기는 히틀러가 발화행위의 주체로서 자격을 

획득하면서, 차이를 폭력적으로 제거하는 단일한 발화수반적 언어행위의 공동체를 건설하는 이데

올로기적 토대가 되었다. 이런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오직 한 사람만이 능동적 발화

주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낙인찍히지 않으려 발버둥 치는 자들이거나 

혹은 능동적 발화주체에 종속된 수동적 청자로만 존재한다. 자신을 스스로 청자로 전락시킨 대표

적인 사람이 아이히만이다. 아이히만의 양심은 오직 한 사람의 발화주체가 자신에게 내리는 명령

이라면, “심지어 자신의 아버지가 죽게 되는 어떤 일을 하라고 명령을 받았더라도 그대로 수행했

으리라는” 것이며, “자신이 명령받은 일을 하지 않았다면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거라는”20) 사실

이다. 이렇게 치밀한 발화주체의 폭력 메카니즘에 균열을 일으키는 유일한 통로는 이미 언급한 

것처럼 스스로 발화주체가 되는 것뿐이다. 히틀러만이 발화주체의 자격을 가졌던 전제적 통제사

회에 대항하는 저항담론은 오직 히틀러의 발화행위에 대항하는 망각하지 않는 기억의 발화행위를 

통해서만 구축될 수 있다. 이런 사실을 히틀러 나치는 이미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송 도중 

포로들이 죽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도록 입을” 막는 것이었

18) 다카하시 도루(高橋亨), 구인모 역, �식민지 조선인을 논하다�,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0, 35쪽 이

하. 다카하시는 서양 방법론을 충실히 따라 조선을 지리적, 지질적, 인종적, 언어적, 사회적, 정치적, 문

화예술적, 철학적, 풍속 습속적으로 고찰하고, 식민통치에 장애될 조선인의 특성과 식민통치에 도움될 특

성을 상세히 기술한다. 여기서 조선에 대한 학문이란 탐구는 그 자체로 식민통치의 수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19) 프란츠 파농, 노서경 옮김, �검은 피부, 하얀 가면�, 경기도: 문학동네 2017, 165쪽.

20) 한나 아렌트, 김선욱 옮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 경기도: 한길사 2013, 

75, 78쪽. 사실 ‘악의 평범성’은 히틀러나, 여기서 언급되는 아이히만만이 악이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악의 평범성은 악의 일상성, 지나치게 익숙해진 우리 주변의 악이다. 나치 독일의 유대학살이 악

이었던 것처럼, 민주주의의 허구적 이름으로 자행한 미국의 이라크 전쟁 그리고 이슬람 테러리스트라는 

죄를 덮어쓰고 관타나모에 가두고 고문하는 미국, 이스라엘이 현재 자행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을 향한 폭

력들 등등이 모두 일상적으로 벌어져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해져 버린 악이다. 물론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혐오도 마찬가지다. 특히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수용자들 사이의 은어로 사용된 ‘이슬람교도’는 ‘기

괴한 생물-기계’, ‘식물인간적인 기계’, ‘걸어다니는 시체’를 가리치는 암호로 쓰였다. 인간의 비인간화가 

이루어지는 한계상황이 수용소라는 장소성이지만, ‘이슬람교도’는 또한 하나의 혐오 발언이다. 조르조 아

감벤, 정문영 옮김, �아우슈비츠의 남은 자들. 문서고와 증인� 서울: 새물결 2012, 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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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럼에도 생존할 힘과 행운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존재했고 그들은 증언하기 위해” 살아

남았으며, “증언이 파시즘과 맞서 싸우는 전쟁 행위라는 것을 인식”21)함으로써, 낙인찍힌 자들 

자신들에게 명령하던 전제적 발화행위자로부터 발언 주권을 박탈하고 스스로 말의 힘을 되찾아 

발화주체가 되었다. 낙인찍힌 몸으로부터의 해방적 틈새는 호미 바바의 양가성 이론에 따르면22)

낙인찍는 능동적 발화주체의 시선에 의해 낙인찍힌 몸은 철저히 타자화되고 대상화되지만, 또한 

동시에 발화주체의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능동적 주체일 수밖에 없다는 이율배반적 사실에 존재

한다. 다시 말해서 ‘검둥이’로 낙인찍는 백인의 폭력은 흑인을 피동적 사물로 전락시키지만, 낙인

찍힌 흑인은 자신을 낙인찍는 백인의 발화행위를 배우고 스스로 백인이 되고자 하며, 흑인을 피

동적 노예로 전락시킨 백인 또한 자신의 삶을 위해 검둥이의 주체화를 허락해야만 한다. 여기에 

흑인 주체화의 양가성이 존재한다. 즉, 흑인은 노예로서의 검둥이이면서, 곧바로 주체적 발화행위

를 하는 백인이 된다. 이 순간 흑인은 백인의 권력담론에서 벗어날 저항의 계기로서 분열의 틈새

를 발견한다.23)

이상에서 본 것처럼 대화 공동체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발화행위자들의 혐오 발언은 국가의 

검열장치나 국가의 폭력 기제를 수단으로 제거되지 않는다. 오히려 혐오 발언이 발화수반적 언어

행위가 가능한 자격을 획득하면, 국가의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

다. 따라서 “국가는 혐오 발언을 생산한다.”24) 국가가 국가장치를 통해 어떻게 혐오 발언을 생산

하여왔고, 확산했으며, 정당화하였지를 보기 위해, 1958년 10월 미국에서 있었던 인종 간 결혼 

금지에 대한 버지니아 주의 판결을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라 생각한다. “전능하신 신

은 백인, 흑인, 황인, 말레이인, 적인(赤人)등의 인종을 창조했으며, 이들을 별도의 대륙에 흩어놓

았다. 그러한 신의 섭리를 방해할 생각에서가 아니라면 그렇게 결혼할 아무런 이유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신이 인종을 분리시켜 놓은 사실은 신이 인종이 섞이는 것을 의도하지 않았음을 보

여준다.”25)

여성차별과 혐오의 역사는 인종차별과 혐오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다.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차별과 혐오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였는지도 모르겠다. 인류 역사의 특수한 고비과 사건에 따라 

여성차별이 정치 사회적으로 완화된 경우도 존재하며, 여성 개인의 신분이나 능력에 따라 여성으

로서의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그 어느 경우에나 여성은 남성이 만들어낸 사회적 

역할의 상을 벗어나지 못했다. 인류의 역사가 여성차별과 혐오의 언설로 뒤덮여 있듯이 유교의 

언표들에서 여성차별과 혐오의 기호는 곳곳에서 발견된다. 공자는 “여자와 소인만은 상대하기가 

어렵다. 가까이하면 불손하고, 멀리하면 원망한다”26)고 했으며, 맹자는 “여자가 시집을 갈 때에

는 어머니가 도리를 가르치는데, 시집가는 딸을 전송하는 문간에서 훈계하기를 ‘너의 시집에 가

거든 반드시 시부모님을 공경하고 자신을 경계하며 남편의 뜻을 어기지 마라’라고 한다. 순종하

21) 프리모 레비, 이소영 옮김,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 경기도: 돌베개 2014, 13, 14, 18쪽.

22) 호미 바바, 나병철 옮김, �문화의 위치. 탈식민주의 문화이론�, 서울 : 소명 2012, 29쪽 이하 참조.

23) 김은주, ｢여성 혐오(misogyny) 이후의 여성주의(feminism)의 주체화 전략. 혐오의 모방과 혼종적

(hybrid)의 주체성｣, �한국여성철학� 제26호, 한국여성철학회 2016, 103-130쪽. 

24) 버틀러, �혐오 발언�, 150쪽.

25) 마사 누스바움, 조형준 옮김, �감정의 격동. 연민�, 서울: 새물결 2017, 794쪽.

26) �논어�, 양화, 동양고전연구회 역주, 서울: 민음사 2017, 3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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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올바르다고 여기는 것은 아녀자의 도리이다”27)라고 주장했다. 이런 공자와 맹자의 요청

은 유교가 사회를 지배하는 율법의 지위를 획득하면서 관습법으로 작동하여 여성을 정해진 규범

틀에 가두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때문에 유교 관습법은 며느리에게 시부모에 대한 맹목적 효도

를 강요하면서, “어쩌다 매질을 하거나 꾸짖는 일이 있을지라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

고 하거나, 남편에 대한 순종을 미덕으로 삼아서 “비록 채찍질을 당한다 하여도 어찌 원망을 할 

것인가”28)라고 가르쳤다.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유교가 통치 이데올로기로 작동하던 조선 사회에

서의 이런 언설은 발화수반적 언어행위로서 말과 사태가 하나의 본질동일성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유교 이념, 특히 유교의 여성차별적 발화행위가 여성 혐오의 언표로 이해되는 오늘날 사

회에서의 여성 혐오 발언은 관습법의 토대 위에 형성된 낡은 상징계의 폭력을 자신의 현재적 정

동 욕구 실현을 위해 실재계로 다시 소환하는 인위적 환영이다. 자신이 만들어낸 상징계와 현실

의 모순에 빠져있기 때문에, 혐오 발언의 발화행위자는 “부름에 응하지 않을 수 없는 감춰진 이

름”을 호명하였다는 착각과 “근원적-이름arci-nome을 알고 불러낼”29) 마술적 능력을 가지게 되

었다는 환상 세계에 빠져들게 된다. 

발화수반적 언어행위의 주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습법 체계의 시대가 끝났음에도 불구하

고, 사적인 정동 욕구의 포로가 되어 있는 개인은 여전히 혐오 발언을 가능한 모든 매체를 동원

하여 확대 재생산한다. 따라서 국가의 검열 메카니즘은 결코 혐오 발언을 제거할 수도 필터링할 

수도 없다. 성폭행이나 여성에 대한 성적 발언에 대한 법원의 판결과정에서 판사의 피해자에 대

한 재현 요구는 혐오 발언을 국가장치가 제거하려는 노력이기보다는 폭력 행위를 양산하여 폭력

을 일상화하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판사의 판결은 신의 언어가 곧 존재를 탄생시켰듯이 국

가가 자격을 부여한 전형적인 발화수반적 언어행위이기 때문이다. 판사의 재현 요구는 국가가 허

락한 장소에서 국가가 자격을 부여한 자가 폭력을 법의 이름으로 생산하는 행위이다. 국가법의 

권력 담론은 끊임없이 생산되는 혐오 발언을 통제하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정치적 갈라치기와 

분할통치를 위해 활용하려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열된 발화행위를 “주체의 인종화나 주

체의 젠더화”로 재전유하는 수행적 발화행위를 통해 주체가 사회적 거부 의사를 표명한다면, 이 

발화행위가 지닌 “반란적인 ‘힘’”이 “‘공적’ 담론으로 작동하지 않는 다양하고 분산된 구역들로부

터 수행적으로” 발휘될 것이고, 따라서 권력 담론의 균열의 틈새가 발생하는 순간, 권력 담론의 

역사에 대한 “반란의 순간, 과거와의 단절을 통해 미래를 기초를 짓는 순간”이 일어날 것이다.30)

그러므로 저항적 발화행위는 “상처를 주는 언어에 대한 불가피한 반응, 위험에 처 해진 것에 대

응하여 취해진 위험, 변화를 행하게 만드는 언어 내에서의 반복”31)이다.

3. 혐오 그리고 권력 담론

27) �맹자�, 등문공 하, 동양고전연구회 역주, 서울: 민음사 2016, 202-203쪽.

28) 昭惠王后 韓氏, 陸完貞 譯註, �內訓�, 서울: 열화당 1985, 51, 79쪽.

29) 조르조 아감벤, 김상운 옮김, �세속화 예찬. 정치미학을 위한 10개의 노트�, 서울: 난장 2017, 31쪽.

30) 버틀러, �혐오 발언� 267, 291, 295쪽.

31) 같은 책, 3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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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화된 권력이 개입하는 권력 담론에서 자격을 획득한 발화수반적 언어행위의 주권 권력은 

혐오 발언을 생산하고 확대함으로써 동지와 적을 구분하고 갈라치기하는 분할통치의 정치 사회적 

이데올로기를 구축하며, 동지의 테두리에 들어선 청자들을 향해 대상화된 적을 향한 혐오 발언과 

혐오의 감정을 가지도록 부추긴다. 오염된 권력 담론의 발화행위는 혐오 발언을 발화하는 순간 

이미 혐오의 감정을 수반하며, 또한 형성된 혐오의 감정을 전제로 혐오 발언을 반복 재생하여, 

발화효과적 언어행위가 현실적인 명령문으로서 위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집단적 혐오감을 유

발하기 위한 정치 수사로서 권력의 혐오 발언은 “취약한 집단과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예속하고 

주변화시키려는”32) 목적으로 정치무대에서 자주 사용되고, 역사적으로 수없이 등장해왔으며, 이

데올로기화된 혐오 발언이 공동체 내의 구체적 위력을 양산할 혐오의 감정이 되었을 때, 얼마나 

위험한 사회적 감정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 사실 동지와 적, 계급과 신분, 남과 

여, 정상과 비정상 등을 구별 짓고, 갈라치기 하고자 하는 권력 담론은 항상 인종학, 우생학, 민

속학, 위생학, 보건학의 이름으로 수없이 많은 혐오 발언을 쏟아냈고, 혐오의 감정을 부추겨 왔

다. 그래서 발화수반적 언어행위의 주체의 혐오 발언을 통해서 형성되는 “투사적 혐오”33)는 발화

효과적 언어행위에 의해서 집단화된 혐오 감정이 된다. 이런 점에서 실제적 위협과 폭력인 혐오 

감정으로 전이되는 투사적 혐오는 담론을 주도하는 권력 의지의 “망상을 먹고 자라며 예속을 만

들어낸다.”34) 이렇게 혐오의 정치는 공동체 내부의 비정상적인 “위계질서와 경계 짓기를 수용하

도록”35) 청자로서의 대중을 부추기고, 그들로부터 정치적 헤게모니를 획득한다. 결국 집단적 혐

오 감정은 집단으로부터 배제된 타자 존재를 절멸하고자 하는 증오 감정으로 변이된다. 왜냐하면 

“분노하는 사람은 자신을 화나게 하는 사람이 그 대가로 고통받기를 원하지만, 증오하는 사람은 

자신의 적이 없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이다.”36)

사회 정치적 불공정에 대한 분노와 자신의 주변인들에게 벌어진 부당한 일들에 대한 분개는 공

동체 구성원들의 참여적 저항과 대안 찾기를 추동하지만, 권력 의지가 만들어내는 혐오의 감정은 

구성원들을 한편으로는 정치 공동체로부터 도피하게 하거나, 무관심하게 만들며, 다른 한편으로

는 혐오의 대상을 ‘정치적 해결’을 하거나, ‘물리적 해결’을 하도록 선동한다.37) 본래 자연적이며 

본성적인 혐오는 불결한 것, 썩어가는 것, 악취가 나는 것과 같은 병을 유발한 요인으로부터 우

32) 마사 너스바움, 조계원 옮김, �혐오와 수치심. 인간다움을 파괴하는 감정들�, 서울: 민음사 2018, 314

쪽.

33) 대상관계이론 따르면, 투사는 아동기에 아동이 형성한 욕동과 감정을 분열시켜 대상 어머니에게 보내는 

행위이다. 따라서 환자가 자신의 심리적 상태를 분열시켜 분석가에게 전이하는 행위가 투사다. 분석가가 

환자의 상태를 분석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 투사와 전이를 통한 퇴행이기 때문에, 투사는 정신분석의 근

본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혐오의 투사는 혐오 발언의 발화 행위자에게 형성된 혐오 상태, 즉 혐오 

발언 당사자에게 경험된 혐오 감정을 분열시켜 대상에게 전이하는 왜곡된 수행 과정이다. 크리스토퍼 볼

라스, 이재훈, 이효숙 옮김, �대상의 그림자: 사고되지 않은 앎의 정신분석�,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10, 325쪽 이하 참조. Lavinia Gomez, 김창대/김진숙/이지연/유성경 공역, �대상관계이론 입문�, 서

울: 학지사 2019, 66쪽 이하 참조.

34) 마사 누스바움, 강동혁 옮김, �혐오에서 인류애로. 성적지향과 헌법�, 서울: 뿌리와 이파리 2020, 55쪽.

35) 같은 책, 61쪽.

36)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시학�, 1382a14-17.

37) 아렌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103쪽 이하 참조. 사태의 진실을 감추기 위해 나치가 사용한 은어로 

‘정치적 해결’은 추방이나, 수용을 의미하며, ‘물리적 해결’, 혹은 ‘최종적 해결’은 절멸의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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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회피하고 도피하게 하는 두려움으로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혐오의 정치는 

혐오 발언을 뱉어냄으로써 오염된 불결한 특정 영역을 지속적으로 구획 짓기 한다. 혐오 정치는 

악취, 점액성, 배설물, 체액, 월경혈, 정액 등을 기피해야만 할 혐오물질로 지정하며, 이 혐오물질

을 품고 있거나 받아내는 모든 타자를 혐오 대상으로 객체화한다. 따라서 혐오를 양산하는 배제

의 정치 메커니즘은 오염지역으로 이미 구획화된 여성의 몸 이미지를 치환하여 동성애를 다시 게

토에 감금한다. 이들의 발화행위는 동성애를 ‘관통당하다’, ‘뚫린다’로 표현하며, 동성애에 죽음의 

유한성 이미지를 부여하고, 이상적 남성성인 아도니스의 완전성, 이성성, 무한성의 상징에 대비시

킨다. 이제 동성애는 신이 피조물을 창조할 때 인간에게 부여한 자연적 인격성을 부정하는 비정

상적이며 혐오스러운 행위로 상징화되어 스스로를 ‘원초적 수치심’과 ‘죄의식’의 자기검열 대상으

로 만든다. 이런 수치심과 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혐오감 그리고 ‘최종적 해결’의 혐오 발언을 미

국의 보수 기독교 대표인 ‘폴 캐머런’의 팸플릿이 조장한다(물론 한국의 개신교 단체의 ‘차별금지

법’ 반대의 논리 또한 캐머런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 결국 이런 혐오의 발언 행위는 정치사회영

역에서 현실적 위력을 획득하여 ‘2세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성행위 이외의 모든 성행위를 규제하

는’ 소도미(sodomite)법을 입법하고 집행하는 폭력적 결과까지 낳는다. 즉, 비생산적인 모든 성

행위, 구강성교, 항문성교, 자위행위 등의 모든 성행위가 법적 금지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빅토리아 시대 부르주아 시민 정신의 광기 중 하나다. 이 시대 부르주아의 욕망은 오직 최상 상

태의 노동력 생산과 확보를 향한 편집증적 광기 이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행위를 정상과 비정상으로 갈라치기하고, 특정 성행위를 국가법으로 금지하는 역사가 

인류의 시작부터 존재해왔던 것은 아니다. 동성애가 금기의 대상, 혐오의 대상이 되기 시작한 것

은 기독교 사상의 유럽으로의 전파 때문이며, 특히 근대국가가 국가권과 종교권의 분리원칙

(Laizismusprinzip) 위에 건설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독교 재단이 운영하는 유치원에 동

성애자가 보모로 취업했는데, 나중에 재단이 이 사실을 알고 동성애자 보모를 해고했다고 한다

면, 우리는 이 해고가 정당하고 합법적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엄연

히 존재하는 국가에서도 근대국가의 탄생 원리에 비추어 보면 이 해고는 적법하다. 왜냐하면 종

교단체가 운용하는 사업장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합당한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기 

때문이다.38) 이 때문에 “국가가 혐오 발언을 생산한다”는 슬로건은 더더욱 합당한 것처럼 보인

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동성애 혐오의 역사는 아니었다. 플라톤 �향연�의 발화행위 주체 중 

한 사람인 아리스토파네스는 에로스를 이렇게 표현한다. “즉 한편으로 남자가 여인을 만나 한데 

뒤엉킴이 일어날 때는 자식을 낳아 그 종족이 계속 생겨나게 되고,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남성이 

남성과 만날 때도 어쨌거나 함께함에서 오는 포만(飽滿)은 있게 되어 그들이 막간에 한숨 돌리고 

일로 돌아가 여타의 삶을 돌보게 하기 위해서라네.”39) 자웅동체로 모든 존재의 생산자였기에 최

초의 시작이었던 거인족 에로스의 위력이 두려웠던 제우스가 에로스를 쪼개어 낱낱의 남성과 여

성으로 구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우스가 허락한 욕망은 남성과 여성 사이만 아니라,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의 동성애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아리스토파네스는 묘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본

래 동성애가 인간의 혐오 대상이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38) 누스바움, �혐오에서 인류애로�, 149쪽 참조.

39) 플라톤, 강철웅 옮김, �향연�, 서울: 이제이북스 2011, 191c.



- 106 -

이미 로크가 지적했던 것처럼, 국가 계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부르주아계급은 국가 운영과 보

존의 근본 원칙인 국가법 입법과정에 개입했으며,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했다. 따라서 대화와 소

통 그리고 협의의 담론 공동체에서 발화행위 주체의 자격을 누가 획득할 것이며, 이 자격을 누가 

부여하는 가하는 문제는 그 자체가 이미 권력 관계다. 발화수반적 언어행위의 주체는 주권 권력

으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자이며, 이 자가 담론과정의 지속성, 연속성, 반복성이 유지되면 될수

록, 발화효과적 언어행위를 통해 권력 의지를 재현하고, 구체화한다. 그러므로 부르디외의 주장처

럼 언어적 발화행위가 수행되는 권력 담론은 부르주아계급 이데올로기에 의해 이미 오염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언어시장의 성립은 객관적인 경쟁의 조건들을 창출한다. 규범에 맞는 

언어능력이 언어자본으로 기능하면서, 각각의 사회적 교환에서 차별화의 이윤을 생산하는 것은 

이 조건들 안에서, 그리고 이 조건들을 통해서이다.”40) 헤게모니 장악과 실행의 장소로서 권력 

투쟁의 장인 권력 담론은 언어 자본의 근본적 생산공장인 교육기관을 통해 생산된 언어를 습득한 

지식인 집단의 언어 소비가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이 때문에 언어시장에 진입하여 자신의 언어능

력을 충분히 구사하여 이윤 창출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이미 제도화된 권력장치의 하나인 교

육기관에 의해 출신학교, 교육 정도, 학위에 의해 결정되며, 또한 이 분화와 구별 과정이 사회적 

계급을 산출한다. 언어시장에 대한 국가권력의 대표적 개입을 우리는 방언과 표준어를 구분하고, 

교육기관을 통해 표준어를 확산한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대화와 소통의 담론구조는 

부르디외에 따르면 평등하지 않다. 왜냐하면 언어시장에서의 언어교환행위는 항상 상징권력의 상

호 교환관계이며, 이 관계는 수평적 관계이기보다 계급적 수직 관계로 이미 분화되어 있기 때문

이다. 고르기아스가 이미 지적한 것처럼, 모든 언어교환이 이루어지는 아고라에서 언어능력이 탁

월한 웅변가와 아직 표준어도 구사하지 못하는 무지렁이의 만남을 상상해 보면 – 조선 시대에 

한문을 아는 양반 신분과 한문을 알지 못하는 신분 사이의 권력 관계의 상징어는 한자였다 -, 누

구도 이 관계가 평등한 수평적 관계라고 주장하지는 못할 것이다.

부르디외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대화와 소통 그리고 합의의 모든 담론은 근

본적으로 권력 관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부르디외가 외면하고 있는 것은 인

간 존재의 일상적 ‘평균화’로의 거부 의지와 도덕적 공공성의 수호자로서 ‘그들’로의 퇴락에 대해 

저항하는 ‘힘’이다. 인간 존재는 근본적으로 ‘지금 여기’의 존재자로서 일회적이며 우연적인 사건

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나는 배의 이름을 명명할 자격을 부여받지 못했지만, 조선대 

위에 놓여 배를 보고 배를 향해 걸어가서 선수에 걸린 샴페인 병을 깨부수며 ‘지금부터 이 배를 

레닌호로 명명한다’고 선언하고는 배의 받침대를 발로 차 배를 진수하는 모든 의례를 완수하였다

고 상상해 보라.41) 물론 자격이 없는 자의 행위였기 때문에, 무효일 수 있지만,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은 배의 진수식이 완벽하게 수행되었다는 부정할 수 없는 하나의 사실이다. 그리고 

이 진수식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 배가 이미 ‘레닌호’라는 이름을 부여받고 바다를 향해 출항했었

다는 사실을 기억한다. 모든 곳에 편재하는 권력의 일상을 깨는 이 우연적이며, 일회적인 사건이 

우리 모두의 몸에 새겨진 권력의 흔적을 드러낼 틈새가 될 수 있다. “몸은 사회적 규범들에 의해 

형성되지만, 그런 형성 과정은 위험을 감수한다. 따라서 몸과 몸의 (재)생산에 대한 담론적이고 

40) 피에르 부르디외, 김현경 옮김, �언어와 상징권력�, 경기도: 나남 2020, 57-58쪽.

41) 오스틴, �말과 행위�, 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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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인 형성을 지배하는 제한된 우연성의 상황은 부르디외에 의해 인식되지 못한 것으로 머물

러 있다.”42) 국가법 수호자의 지위를 가진 크레온의 발화수반적 언어행위는 주권 권력의 행사로

서 ‘몸’을 지배하기 때문에, 폭력적이며, 이런 이유로 ‘죽음의 언어’가 된다. 그러나 일상성이 주

는 나른함과 지루함을 버거워하는 바틀비의 ‘거부의 소리’인 “안 하는 편을 택하겠습니다”43)는 

이미 권력 관계에 지배된 평균적 몸을 깨우는 ‘각성의 언어’이다.

4. 혐오의 강을 건너 주체의 주체화로

부르디외가 언어시장에서의 언어자본 분배의 불평등이 담론의 권력관계를 형성한다고 파악한 

데 반해, 푸코는 담론권력 자체의 역사적 구성과 담론권력 체계에 대한 탐구에 자신의 시간을 할

애했다. 푸코는 담론구조 내부의 불평등 구조가 어떻게 수직적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는가를 

“권력의 미시물리학”44)으로 파악하지만, 그의 계보학적 관심은 오히려 담론권력의 역사적 구성 

과정에 대한 탐구와 기술에 있다. 즉, 푸코의 계보학적 분석에 따르면 인간 지식의 재현장소는 

지식의 언어가 발화되는 담론이며, 담론구조와 담론형성의 역사적 과정의 중층층위를 벗겨냈을 

때, 우리의 시야에 드러나는 사실은 지식의 재현장소인 담론이 곧 권력 지배를 위한 장치들을 산

출하는 공장이면서, 동시에 권력이 적극적으로 담론과정에 개입하는 수직적 권력 관계라는 것이

다. 이런 맥락에서 푸코는 인간의 성적 욕망이 국가권력에 의해 철저하게 억압되고 관리되었던 

빅토리아 부르주아 시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성적 욕망의 지배통제의 이율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적 욕망 장치와 성담론의 범람 현상을 고찰한다. 부르주아 시대의 등장과 함께 부르주아의 윤

리는 이전 시대의 “야생의 성”45)을 가정 내 허락된 공간에서의 특수목적 실현을 위한 성적 행위

와 욕망 해소로 제한한다. 즉, 대낮 광장에서의 성이 어둡고 은밀한 시공간으로 제한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동력 재생산의 목적을 위한 부부 사이의 합법적 성행위로 국가 공동체에 의해 통제되

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부르주아 시대는 성적 욕망을 다음 날의 충실한(?) 노동을 위해 제한하였

을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노동력 재생산을 위해 통제하고 관리하였다. 이를 위해 생명관리정

치와 권력 기제들이 탄생했을 뿐만 아니라, 권력담론의 장치들이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분과화되

어 등장했다고 푸코는 주장한다. 따라서 생명관리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근대국가의 권력테

크놀리지는 인구관리와 통계를 기반으로 하는 우생, 보건 등의 안전메카니즘과 처벌, 감시 등의 

규율메카니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런 메카니즘에 던져져 있는 개인은 “생산하는 신체”와 “복

종하는 신체”로만 존재한다.46) 그러나 푸코가 담론권력의 체계구조와 역사성을 계보학적 관심에

서 미시적 층위까지 분석하였다고 하지만, 그의 분석에는 담론구조에 참여한 주체의 주체화에 대

한 서술은 보이지 않는다. 푸코의 계보학적 서술방식을 따라 보면, 담론을 형성하고 있는 지식체

42) 버틀러, �혐오 발언�, 290쪽.

43) 허먼 멜빌, 하비에르 사빌라 그림, 공진호 옮김, �필경사 바틀비�, 경기도: 문학동네 2016, 51쪽.

44) 미셸 푸코, 오생근 옮김, �감시와 처벌. 감옥의 역사�, 경기도: 나남 2014, 57쪽.

45) 미셸 푸코, 이규현 역, �성의 역사. 제1권 앎의 의지�, 서울: 나남 1994, 24쪽.

46) 앞의 책, 57쪽, 미셸 푸코, 오르트망 옮김, �안전, 영토, 인구�, 서울: 난장 2016, 17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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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권력관계로서 지금 여기의 ‘몸’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진리체계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또

한 진리의 역사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진리체계는 지금 여기의 진리체계일 뿐이고, 지금 여기의 

‘몸’만을 지배하고 관리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지금 여기의 ‘몸’이 진리체계를 의심하면, 곧바

로 “나 자신의 진리를 의심하는 것, 나 자신에 대해 진리를 말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을 의심하는”47) 담론구조 속에 참여한 주체의 비판적 반성활동이 발생한다.

대화와 소통 그리고 합의라는 담론체계에 이미 참여해 있는 주체의 주체성은 근대적 주체의 자

기 확실성에 토대한 반성적 자기 관계성이 아니라, 마치 장기게임과 같이 대화라는 장소성 속에 

던져져 있다는 초주체적 제한성과 대화 속에 대면하는 타자 의존성이라는 탈주체적 제약성을 인

정하고 있는 이해주체이다. - 대상관계이론을 빌려 말하자면, 인간의 삶은 태아기부터 어머니와

의 대화로 시작하여 점차 다자와의 대화로 대화관계를 확장하며, 이 변형과정이 또한 자아를 획

득하는 주체화의 성숙과정이다. - 자기 주체화의 과저근대 이전의 철학이 주체를 상실한 실체철

학의 시대였다면, 근대는 주체를 실체의 권좌 아래 무릎 꿇게 한 실체시대와의 단절을 선언한 시

대다. 근대 이전의 주체가 실체의 명령과 감시 아래서만 활동하는 실체의 조력자였다면, 근대의 

주체는 데카르트의 ‘코기토(cogito, ergo sum)’와 같이 실체존재의 근거를 마련해주는 주체가 된

다. 그러나 데카르트의 ‘코기토’는 하나의 주체를 사유와 존재로 구분하고, 사유의 존재에 대한 

존재론적 우위와 전제성을 주장함으로써, 나의 사유와 나의 존재 사이의 선·후관계 문제를 해결

하지 못한 채 남겨두었다. 이에 비해 칸트는 데카르트처럼 사유를 존재의 전제로 파악하는 한, 

사유와 존재 사이의 존재론적 문제에 빠져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오직 모든 표상의 종합자

로서 초월적 통각만을 자기의식으로 파악한다. 즉, 칸트는 사유의 존재와의 반성적 관계보다 사

유의 반성적 자기관계만을 초월철학의 주체철학으로 다루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칸트 초

월철학은 실체존재를 사유의 반성활동 아래 포섭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유활동의 외부에 자립

적 실체로서 존재하도록 방치하여 두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근대 주체의 실체성을 철학적

으로 정립한 사람이 피히테다. 피히테에게 주체는 “모든 인간 지의 절대적이고 최초인, 곧바로 

무제약적인 근본명제”48)이다. 즉, 주체는 모든 표상적 의식을 최종 판단하는 자아의 자기 확실성

이며, 모든 인식 가능한 경험들의 절대적인 최초 기원이다. 따라서 주체는 피히테에게서 비로소 

자신에게 명령하던 실체를 권좌로부터 끌어내리고 자기 행위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발견하는 근원

적 실체가 된다. 피히테의 이런 실체화된 주체가 자기 아닌 모든 존재자를 사유 아래 포섭하는 

전지와 존재자들의 생성과 활동의 근거로서 존재자 전체에 관여하는 편재를 자신으로 특성으로 

지니는 전능한 존재가 된다. ‘나는 나다’의 더이상 의심할 수 없는 절대적 전제가 주체의 자기 반

성적 자기 확실성이다. 이런 주체의 자기 관계적 전능성에 반하여 가다머의 해석학적 이해주체는 

역사성에의 공속성과 제약성을 인정하는 ‘영향사적 의식’이다. 

해석학적 이해주체의 반성적 의식은 영향사적 의식이며, “영향사적 의식은 우선 해석학적 상황

에 대한 의식이다.”49) 이런 이해주체의 반성성은 자기 관계적 반성성, 즉 자기 자신을 향한 반성

47) 주디스 버틀러, 양효실 옮김, �윤리적 폭력비판. 자기 자신을 설명하기�, 경기도: 인간사랑 2013, 43쪽.

48) Johann G. Fichte, Grundlage der gesammten Wissenschaftslehre(1794, 1802), in: Fichte 
Werke. Zur theoretischen Philosophie I, hrsg. v. Immanuel Hermann Fichte, Berlin: Walter de 

Gruyter 1871, S. 91. 

49) Hans-Georg Gadamer, Hermeneutik I. Wahrheit und Methode. Grundzüge e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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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이지만, 자기로의 복귀 운동인 자기 확실성이나,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해명하는 자기 투명

성, 자기 명증성은 아니다. 오히려 이해주체의 반성은 마치 ‘실천지(phronesis)’가 윤리적 행위를 

요구하는 구체적 행위상황에서 무엇이 최선의 행위일 수 있는지를 선택하고, 행위 이후에 회상을 

통해 반성적 책임의식을 얻는 것처럼 자기를 점검하는 반성활동을 의미한다. 이런 이유로 이해주

체의 “영향사적 반성은 완성될 수 없지만, 그러나 이런 불완전성이 반성의 결함은 아니며, 오히

려 우리가 존재하는 역사적 존재의 본질”50)이다. 해석학적 이해상황에서 이해주체는 우선 해석 

대상으로서의 텍스트의 의미지평을 이해해야 하며, 이렇게 이해한 텍스트 의미지평을 자신의 이

해지평으로 전이하여 해석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해주체는 자기 이해의 지평으로 번역

된 의미지평을 자신 앞에 서 있는 타자의 의미지평에 전달, 즉 타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 가장 적

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석학적 이해주체의 이해활동은 완결되지만, 동시에 이해주체

의 자기 이해는 실천적 ‘할수있음(sich auf et. verstehen)’의 자기 반성구조를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활동 전체과정에서의 대면과 대응에 대한 자성적 점검을 수행한다. 한 마디로 이해

활동에서 이해주체의 반성은 실천적 행위 가능성에 대한 자기 반성이다. - 마치 실천지의 윤리적 

덕목인 ‘용기’가 행위자의 상황인식과 자기 능력의 한계에 대한 자성적 인식을 요구하는 것처럼 

- 그러므로 실체를 근거 지우는 피히테의 절대자아의 자기 확실성과 달리 해석학적 이해상황이 

이해활동의 이해주체에게 요구하는 과제는 언제나 그리고 이미 ‘다른 이해(Andersverstehen)’이

다.51) 이해주체가 수직적 권력관계가 작동하는 담론구조 속에 던져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해주체

가 직면한 이해상황은 언제나 권력장치에 의해 오염된 진리체계와는 다른 이해를 요구한다. 왜냐

하면 이해주체는 언제나 그리고 이미 다른 이해상황과 다른 번역을 요구하는 이해대상과 조우하

기 때문이다. 이해주체로서 우리가 이해를 요구하는 존재, 이해해야만 하는 존재는 ‘아르키메데스 

기점’과 같은 오직 하나의 해석 기준점에 의해 심판되거나 설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해석학적 이해주체가 들어서 있는 이해상황은 해석되어야 하는 텍스트와 텍스트의 소리를 듣는 

이해주체 사이의 번역구조다. 이해주체가 텍스트 의지지평을 자신의 의미지평으로 번역하고, 텍

스트 의미지평을 전달하는 이해과정은 대화와 소통 그리고 합의를 향한 담론상황에서의 나와 너

의 대화구조와 동일하다. 대화에 참여한 발화행위의 주체는 실체적 주체로서의 자아가 아니라, 

타자에 의해서 ‘나’로 호명되는 주체이며, 타자의 말에 귀속되어 있는 발화행위의 주체이다. 예를 

들어 ‘나는 이빨이 아프다’라고 말할 때, 여기서 ‘나’는 인식된 주체로서 ‘나’, 치통의 ‘나’가 아니

다. 내가 이빨이 아픈 상태라는 사실은 내가 아닌, 내가 말 걸고 있는 너 혹은 그가 나를 이빨이 

아픈 상태의 나라고 규정해줄 것이다. 이 때문에 대화에 참여한 발화행위 주체 중 누구도 대화를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발화수반적 언어행위의 주체는 아니며, 오히려 대화를 주도하는 대화 사태

가 발화자의 자격을 부여하고, 발화행위 자체가 목적으로 하는 ‘공통어(loci communis)’를 향한

다. 대화에 미리 정해져 있는 최종 목적이나 수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유일한 사실은 발화행위의 

주체가 지금 여기의 대화에 참여해 있다는 것이며, 대화에 참여한 이상 참여자의 유일한 의무는 

philosophieschen Hermeneutik, in: Gesammelte Werke I, Tübingen: Mohr Siebeck 1990, S. 

307.

50) 같은 곳.

51) 같은 책, S.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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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말 걸어오는 상대방의 말에 ‘대답(Verantwortung)’해야만 한다는 책무만이 남는다. 발

화행위가 발생하는 장소로서 대화가 진행되는 하나의 조건은 대화의 사태, 즉 ‘언어’다. 여기에서 

해석학적 언어의 보편성 테제 “이해될 수 있는 존재는 언어다”가 대화에서 자신의 합당한 자리를 

찾으며, 더 나아가 “보편적 언어성”은 “수사학을 증명한다.”52) 그러나 해석학적 언어의 보편성이 

신적 언어와 같이 ‘언어가 곧 존재다’라는 의미는 아니다. 철학적 해석학의 관점에서 ‘언어가 말

하는(Sprach spricht)’ 그곳은 대화다. 이 때문에 대화에서 말해진 언어는 대답해져야 할 언어의 

방향을 이미 지시한다. 그리고 대화 속에서 말은 이미 말해질 방향을 지시받고 있으므로 말의 의

미지평은 제약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해석학적 대화 속에서 지금 이해를 요구하는 말 혹은 이

미 표현된 언어 그리고 이 말들에 의해 방향 정해진 언어가 존재 자체를 완전하게 밝히고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오히려 대화 속에서 말해진 언어는 말하고자 하는 존재를 완벽하게 말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전부를 철저하게 언어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

다. 그리고 말해진 언어는 자신 안에 언제나 아직 말해지 않은 내면의 언어(logos endiathetos)

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53) 이런 의미에 해석학적 대화는 ‘타자가 말하도록 내버려 두어라’라고 

요구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대화와 소통 그리고 합의를 향한 해석학적 대화는 언어자본의 불평등

이 지배하는 권력관계만도, 담론구조 자체가 권력장치인 것도 아닌 나와 너 그리고 그 혹은 그녀 

사이에 형성되는 공통어 찾기의 과정이다. 여기서 찾아져야 하는 공통어는 역사적으로 주어진 언

어이지만, 동시에 현실이 요구하는 찾아져야만 언어다. 대화가 찾은 공통어는 권력담론의 지배 

언어가 아니며, 오히려 혐오 발언을 생산하는 국가법의 언어인 크레온의 죽음의 선언에 대항하는 

안티고네의 저항의 소리를 품고 있다. 안티고네는 크레온을 향해 “불문율”을 주장하면서54), 크레

온에 의해 금지된 행위를 자행하는 자로 기존 규범에 동화되지 않은 복종하지 않는 신체이면서, 

동시에 그 어떤 자격도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모든 경계를 허물어 국가에도 친족

에도 속하지 않는 ‘상징계의 문턱’에 서 있는 호모 사케르이다.55) 그래서 안티고네의 언어는 단

순한 저항의 소리가 아니라, 스스로 권력의 언어가 되고자 하는 대항권력의 주체화된 언어다. 끝

으로 담론권력의 지배 언어에 대항하는 주체의 주체화에 대한 버틀러의 말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나는 확고한 주체 형성의 형태들에,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 맺음을 위해 기성의 확립된 관습

들에 속박당하지 않는다. 나는 있을 수 있는 모든 관계들의 사회성에 속박된다. 나는 이해 가능

성을 위험하게 할 수도, 관습에 도전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때 나는 사회-역사적 지평을 파열시

키거나 바꾸려고 하면서, 그 지평 내부에서 혹은 그 지평 위에서 행동하는 중이다. 그러나 나는 

오직 탈아적(脫我的) 움직임을 통해서만, 나를 나 자신의 밖으로 끌어내 나 자신을 탈취당하고 

동시에 주체로 구성되는 국면으로 이동시키는 움직임을 통해서만, 그런 자아가 된다.”56)        

52) Hans-Georg Gadamer, “Rhetorik, Hermeneutik und Ideologiekritik. Metakritische 

Erörterungen zu Wahrheit und Methode(1967)”, in: Hermeneutik II, S. 223-224, S. 242.

53) Hans-Georg Gadamer, “Grenze der Sprache(1985)”, in: Ästehtik und Poetik I, Gesammelte 
Werke 8, Tübingen: Mohr Siebeck 1999, S. 350 이하 참조.  

54) 소포클레스, 천병희 옮김, �소포클레스 비극. 안티고네�, 서울: 단국대학교 출판부 2007, 110쪽.

55) 주디스 버틀러, 조현순 옮김, �안티고네의 주장. 삶과 죽음, 그 사이에 있는 친족관계�, 서울: 동문선 

2005, 137-138쪽 참조.

56) 버틀러, �윤리적 폭력비판�, 1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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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지금까지 여성, 인종 그리고 동성애에 대한 혐오와 혐오 발언에 대한 버틀러, 누스바움의 견해

와 버틀러의 주체화 이론을 철학적으로 정당화하는 토대로서 가다머 철학적 해석학의 이해주체와 

대화를 살펴보았다. 루소가 말한 것처럼 인간은 원시의 야생 상태에서 각기 고립된 개인으로만 

진정한 자유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인간이 인간을 만나는 순간 불평등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

다. 야생 상태에서도 인간이 인간을 조우하면, 누군가는 자신의 우월한 특징을 더 돋보이게 하려 

노력할 것이고, 상대적으로 타인을 비하하며 혐오할 것이다. 이 행위의 저변에 놓여 있는 욕망은 

권력 의지다. 나의 앞에 선 자를 굴복시켜 나의 노예로 삼아야겠다는 폭력적 권력 의지가 야생 

상태에서는 그나마 은폐되지 않고 드러나지만, 이성이 지배하는 역사에서는 교묘해지고 은닉되

며, 익숙해져 길들여진다. 지배하려는 권력 의지는 자신만을 위해 생산하는 신체, 자신에게 맹목

적으로 복종하는 신체를 원하지만, 폭력과 혐오의 권력 관계를 경험하는 신체가 통제하고 관리하

는 권력 기제에 대해 의심하는 순간 폭력의 질서는 위기에 봉착한다. 이처럼 혐오 발언이 어지럽

게 난무하는 언어시장에서 혐오 발언을 멈추게 하는 방법은 혐오 발언의 폭력성을 드러내는 것뿐

이다. 이런 폭로와 증언은 유일하게 혐오의 대상으로 객체화되고 사물화되어야 했던 그와 그녀가 

발화행위의 주체로 스스로를 주체화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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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문: 혐오(惡)와 갈라치기의 수사 

- 버틀러, 누스바움 그리고 가다머의 언어철학 -

이회진(한국연구재단)

1. 발표자는 ｢혐오와 갈라치기의 수사｣에서 해석학과 수사학의 시대를 “언어 존재론”으로 정의

하고, 해석학과 수사학의 “실천적 수행”이 이미 “‘다른 이해’의 실천적 반복”, “증명의 일종으로

서 설득”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오늘날 시민에게 요구되

는 덕목인 소통 능력과 설득력을 통해 공동체의 보존과 운용 원리를 현대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

며, 공론장과 더불어 사적 담론의 대화(상황)에서 극단화되고 있는 혐오와 갈라치기의 수사를 비

판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전제이다. 이러한 분석의 틀로서 해석학적 이해와 수사학적 발화

행위는, 필자에 따르면 “절대적 일회성의 사건”이며, 이 사건에 대한 이해의 지평 혹은 그 노력

이 이미 실천철학의 논의 지평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왜냐하면 발표자에 따르면 “발화행위

의 위력이 현실적으로 강화되면 될수록, 발화행위의 윤리적 책임의식 또한 고양되어야 하기” 때

문이다. 

이를 위해 발표자는 우선 ① 사회적 층위의 공론장에 나타난 발화행위의 권력 관계가 혐오와 

갈라치기를 통해 국가권력의 지배 이데올로기의 생산 및 재생산되는 구조를 버틀러에 기대 분석

한다. 그 후 ② 개인적 차원에서 위와 같이 고착된 권력 관계의 공론장에 틈, 공백, 균열을 만들

기 위해 대상 관계이론을 분석의 틀로 이용한다. 이 두 차원에서 비대칭적인 발화 주체와 객체의 

메커니즘의 폭력성을 국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는 하지만, 그 폭력 메커니즘을 제어하거나 그 틈

을 만들어내는 것은 또 다른 권력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발화 주체의 기억 혹은 증언, 

더 나아가 그 발화 주체의 소외 그 자체의 이율배반적 사실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다. 

물론 발표자는 발화행위의 불평등한 관계, 발화행위자의 권력의 권한 등의 문제가 권력 의지와 

결합할 경우, 언어의 발화행위 자체가 권력 담론으로, 지배 이데올로기의 기능을 담당한다는 점

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발표자가 전제한 “절대적 일회성의 사건”으로서 발화행위는 비대칭적

인 발화행위에 대한 비판의 지점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인간 존재는 근본적으로 

‘지금 여기’의 존재자로서 일회적이며 우연적인 사건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공론장의 공적 담

론과 사적 담론의 시공간에서의 발화행위를 지배하는 발화 주체의 비대칭적인 권력 관계의 타당

한 분석(버틀러, 부르디외)과는 다른 층위에서, 발표자는 이 두 시공간에서의 인간 존재는 “우연

적이며, 일회적인 사건이 우리 모두의 몸에 새겨진 권력의 흔적을 드러낼 틈새”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발표자는 이 우연적이고 일회적인 사건을 통해서 기존의 불평등한 (발화행위의) 권력 

관계를 해체할 주체는 누구인가를 묻고 있다. 발표자에 따르면 발화행위의 일회성을 통해 기존의 

비대칭적인 발화행위의 권력 관계에 틈을 만들려고 하는 그 주체는 이제 더는 근대적 의미의 자

기 반성적인 의식적 존재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대화와 소통의 시공간의 발화행위를 통해 

자신의 존재근거를 만들어내는 주체는 “장기게임과 같이 대화라는 장소성 속에 던져져 있다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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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적 제한성과 대화 속에 대면하는 타자 의존성이라는 탈주체적 제약성을 인정하고 있는 이해 

주체이다.” 이러한 이해 주체가 지향하는 것은 구체적인 행위 상황에서 최선의 행위를 선택하고, 

이 행위 이후 회상을 통해서 반성적 책임의식을 얻고, 이를 통해서 자기를 반성하는 그런 주체이

다. 그렇다고 이런 이해 주체가 근대적 의미의 자기 동일성을 추구하는 자기 반성적 구조를 전면

적으로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 ‘할 수 있음’이라는 자기 반성적 구조를 내재하고 있으며, 

이것은 “실천적 행위 가능성에 대한 자기반성”을 의미한다고 한다. 더 나아가 해석학적 이해 주

체가 지향하는 것, 즉 “이해 활동의 이해 주체에게 요구하는 과제는 언제나 그리고 이미 ‘다른 

이해’(Andersverstehen)이다.” 이것은 기존의 진리가가 진리의 주체와 객체를 결정하는 것이 아

니다. “대화를 주도하는 대화 사태가 발화자의 자격을 부여하고, 발화행위 자체가 목적으로 하는 

‘공통어’를 지향”하면서 동시에 “‘타자가 말하도록 내버려 두어라’”라는 발화행위자들 간의 ‘공통

어’를 찾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은 혐오 용어, 혐오 발언, 혐오 감정, 갈라

치기의 권력 메커니즘 등과 그 결을 달리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해석학적 대화 참여자인 해석학

적 이해 주체는 “나와 너 그리고 그 혹은 그녀 사이에 형성되는 공통어 찾기의 과정”을 통해 주

체화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발표자는 혐오와 갈라치기의 폭력성 및 비대칭적인 구조로 인해 객

체화되고 사물화됐던 이들의 목소리를 되찾기 위한 최소한의 공통적인 지평인 “공통어 찾기 과

정”이 소외된 발화 주체가 스스로 주체화될 수 있는, 무엇보다도 해석학적 이해 주체가 될 방안

이라고 보고 있다. 

2. 이성에서 감성으로, 정신에서 몸으로 그 철학적 주제의 전이 과정이 이뤄지고 있는 오늘날, 

혐오와 갈라치기를 지양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발표자는 발화행위의 지평 그 자체와 해석학적 

이해 주체의 주체화 과정으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몇 가지 궁금한 질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이 

논평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① 현재의 혐오, 갈라치기, 그것들의 반복 및 끊임없는 재생산이 이뤄지면서, 동시에 끊임없이 

새로운 혐오 용어들이 언어시장을 전반적으로 지배하고, 지배적 위치를 차지한 언어가 일상적으

로 유통되는 상황은 언어가 언어 주체들 모두를 소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언어를 통

해 나와 너, 그와 그녀가 소통하는 장소인 대화(와 그 의미 지평)가 이미 언어를 통해 잠식해 버

렸을 때, 오히려 끊임없이 사라지고 혹은 소외되고 있는 것은 언어 주체들이고, 그 상황을 지배

하는 것은 언어 자체라고 볼 수 있다. 언어와 언어 주체가 이처럼 전도됐다고 한다면, 그 전도된 

상황에서 비대칭적인 언어 주체들이 다시 언어를 자기화할 수 가능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가?

② 만약 ①의 물음에 대한 답을 발표자가 제시하는 해석학적 이해 주체가 지향하는 “다른 이

해”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다른 이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다른 이해’는 모든 대화 

상황(공적 담론과 사적 대화)에 나타난 혐오와 갈라치기의 일상화에 대한 기존의 철학적 분석과 

‘다르다’라는 의미만 함축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이해’가 현재의 혐오와 갈라치기의 극심한 

윤리적 대결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가? 즉 ‘다른 이해’가 현재의 현상에 대한 다른 ‘철학적’ 해

석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필자가 전제하고 있는 해석학적 의미에서 실천적 윤리 의식을 고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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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것인가?

③ 발화행위자 간의 “공통어 찾기 과정”이 과연 비대칭적인 발화행위 혹은 더 나아가 독점적인 

발화 주체의 메커니즘을 지양할 수 있는가? 즉 기존 질서 혹은 문법에 대한 저항으로서 소외된 

발화 주체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과정과 해석학적 이해 주체들의 ‘공통어 찾기 과정’이 같은 의미

로 이해해도 괜찮은가? 만약 이 두 과정이 다르다고 한다면, 그 다른 지점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즉 소외된 발화 주체의 자기화 과정 혹은 발표자의 용어를 사용하면 주체화 과정이 같

은 의미 지평이라고 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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