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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득을 위한 에토스(Ēthos)와 
파레시아(Parrhēsia)의 관계

- 에스드라서의 「세 보디가드 이야기」를 중심으로 -

곽은성 (옥스퍼드대학교)

[국문요약]

이 글의 목적은 에스드라서의 ｢세 보디가드 이야기｣를 중심으로 수사학의 에토
스(Ēthos)와 파레시아(Parrhēsia)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있다. 플라톤과 푸코는 진

실과는 상관없이 설득만을 목표로 하는 수사학을 비판했다. 이 두 비판의 핵심은 진

실보다는 설득을 우선시하는 화자의 에토스에 있다. 즉 진실과 수사학의 설득 수단 

중에 하나인 에토스의 관계는 대척점에 있는 듯이 보인다. 하지만 그 관계가 그리 

대립적이지 않을 수도 있음을 더 나아가 상호보완적 관계일 수도 있음을 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원전 2세기에 작성된 에스드라서의 ｢세 보디가드 이야기｣를 살펴
보고자 한다. ｢세 보디가드 이야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것이 무엇인지 연설
하고 설득하는 수사(修辭) 경연 대회로 구성되어 있다. 세 보디가드는 각각 ‘와인’, 

‘왕’, ‘여자와 진리’를 주제로 과시용 연설을 펼친다. 이 중에 마지막 보디가드인 조

로바벨의 두 과시용 연설을 통해 드러나는 그의 에토스를 고대 그리스와 헬레니즘 

시대에 각각 사용되던 파레시아의 의미와 비교하고, 파레시아가 조로바벨의 에토

스에 내포되어 있음을 밝힐 것이다. 또한, 푸코가 말한 고대 그리스의 파레시아 특

성들과 비교해, ｢세 보디가드 이야기｣속에 수사와 파레시아가 공존하고 더 나아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음을 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수사

학의 유용성과 비교하여, ｢세 보디가드 이야기｣에 함축되어 있는 설득을 위한 에토
스와 파레시아의 긍정적 관계와 그의 유익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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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푸코는 주체의 해석학에서 수사학과 파레시아(parrhēsia)의 대립된 관

계를 강조한다(푸코 2007, 399). 푸코는 수사학이 진실과는 상관없이 화자의 

목적 달성을 위한 설득의 말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진실을 말함으로써 

청자의 주체화를 목표로 하는 파레시아의 태도와 윤리에 반한다고 말한다

(김주환 2019, 268). 특히 푸코는 수사학자의 에토스(ēthos)가 그가 말하는 것

이 그가 믿고 생각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지 않음을 비판한다(Foucault 2011, 

13). 플라톤은 이미 푸코가 말한 의미로서의 수사학에 대해 비판했다. 플라

톤은  고르기아스에서 무엇이 진실인지 말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거짓을 
말할지라도 설득만을 목표로 하는 수사학을 비판하였다. 이 두 비판의 핵심

은 진실보다는 설득을 우선시하는 화자의 에토스(ēthos)에 있다. 즉 수사학

에서 말하는 에토스와 파레시아는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것인가?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기원전 2세기경에 쓰인 에스드라서(Esdras A)

의 ｢세 보디가드 이야기｣(에스드라서 3:1-5:6)1)를 살펴보면서, 수사학에서 

말하는 에토스와 파레시아가 그리 대립적이지 않을 수도 있음을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에스드라서와 ｢세 보디가드 이야기｣의 특징과 내용을 간략히 살
펴보고, 이 이야기 중에 조로바벨(Ζοροβαβέλ/Zorobabel)의 두 과시용 연설

을 통해 드러나는 그의 에토스를 고대 그리스와 헬레니즘 시대에 각각 사용

되던 파레시아의 의미와 비교하고, 파레시아가 조로바벨의 에토스에 내포되

어 있음을 밝힐 것이다.2) 또한, 푸코가 말한 고대 그리스의 파레시아 특성들

1)에스드라서 원문에는 ｢세 보디가드 이야기｣가 따로 구분되지 않는다. 다만 이 이야
기가 정경의 에스라에는 존재하지 않고, 이 이야기의 시작 되는 시점에 언급된 세 
젊은 보디가드(οἱ τρεῖς νεανίσκοι οἱ σωματοφύλακες / hoi treis neaniskoi hoi 

sōmatophulakes)에 의해 에스드라서 3:1-5:6 내러티브가 진행되기에 학자들은 이 
부분을 ｢세 보디가드 이야기｣(the story of the Three Bodyguards)라고 지칭해왔다.

2)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을 세 종류, 심의용(sumbouleutikos), 법정(dikanikos),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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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비교해, ｢세 보디가드 이야기｣속에 수사와 파레시아가 공존하고 더 나아
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음을 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수사학의 유용성과 비교하여, ｢세 보디가드 이야기｣에 함축되어 있는 
설득을 위한 에토스와 파레시아의 긍정적 관계와 그의 유익에 대해서 고찰

하고자 한다.3)

2. 에스드라서 및 ｢세 보디가드 이야기｣

대부분의 학자들은 에스드라서가 기원전 2세기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서 작성된 것으로 본다. 헬레니즘 시대에 그리스어(코이네)로 쓰인 문헌으

로, 현재 동방 정교회에서만 제2 경전(Deuterocanonical Books)에 포함되어 

있고, 가톨릭과 개신교에서는 외경(Apocrypha)으로 분류한다. 요세푸스가 

에스드라서 및 ｢세 보디가드 이야기｣를 유대 고대사를 통해 재서술
(rewriting)한 것과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나님의 도성에서 에스드라서의 
정경성과 권위를 높이 평가한 점을 미루어 보아, 초기 기독교에서 에스드라

서를 어느 정도 정경의 위치로 바라본 듯하다. 에스드라서는 역대하 35-36

장, 에스라 1-10장, 느헤미야 8장 등의 성문서과 정경에는 존재하지 않는 ｢세 
보디가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다양한 문서들이 취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책의 편집 과정을 쉽게 단정 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시용(epideiktikos)으로 분류한다.

3) ｢세 보디가드 이야기｣안의 연설의 수사적 요소를 분석할 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
한 주요 설득 기술(pisteis etechnoi)인 로고스(logos), 파토스(pathos), 에토스를 통해 
분석할 것이다(Aristotle 2007, 38-39, 46-50).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 대
한 관점이나 그의 수사학을 전제하여 이 이야기 속의 연설들의 수사적 특징을 발견
하기 위함이기보다는, 연설들 안의 여러 수사적 특징을 발견하기 위해 주요 설득 기
술의 개념을 채택했다. 분석 이후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 대한 관점과 비교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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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가 이미 존재했던 성문서 자료들을 번역함과 동시에 ｢세 보디가드 이야
기｣를 저술 혹은 삽입했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특히 에스드라서의 일관된 언

어적 특징을 간주하면 기원전 2세기 경 한명의 저자에 의해 편집 및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Bird 2012, 1-34; Salvesen 2021, 385-402). 

정경의 에스라와 비교해 볼 때, 외경에 속하는 에스드라서의 구조적 특징

은 조로바벨의 영웅적 역할을 강조한다. 역사적으로 키루스 2세(Cyrus)는 페

르시아 제국 건국 이후 다문화 융합 정책을 펼쳤는데. 이러한 키루스 2세의 

캐릭터가 반영되어 에스라와 에스드라서는 키루스 2세를 상당히 긍정적으

로 묘사하고 있다. 두 책 모두 키루스 2세가 속국이었던 유대 민족에게 호의

를 베풀고, 바빌로니아 시대에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 민족을 그들이 살던 지

역으로 돌려보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허락하였다고 서술하고 있

다. 이에 따라 유대 민족은 예루살렘 지역으로 돌아와 성전 재건을 시작하지

만, 주변의 다른 민족들이 성전 재건 작업을 훼방한다. 그리고 그들은 아르타

크세르크세스 왕에게 편지를 보내 유대 민족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비

방하고, 이를 믿은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왕의 명령에 의해 성전 재건 작업은 

중지된다. 정경의 에스라는 이 상황에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역할을 중

시하고 있는 반면, 에스드라서는 ｢세 보디가드 이야기｣를 통해 조로바벨이 
성전 재건이 지연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서술하고 있다.

｢세 보디가드 이야기｣는 다리우스(Darius) 왕의 연회로 시작한다. 연회가 

마친 후에 다리우스는 잠에 들지 못하는데, 이때 세 보디가드가 다리우스 왕

을 위하여 한 경연을 준비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설득력 있게 연설하는 사람을 가리는 수사(修辭) 경연 대회이다. 이 경연의 

승자에게는 왕으로부터 상금이 하사되고, 왕의 친족이 되는 영광을 누리는 보

상이 뒤따른다. 여기서 ‘친족’에 상응하는 그리스어는 ‘순게네스(sungen s)’

라는 단어인데, 이는 ‘형제’, 혹은 ‘친구’ 만큼의 가까운 사이를 의미한다

(Fraser 1972, 1:102-3). 즉 이 경연의 승자에게는 보디가드로서의 관계를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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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다리우스 왕과 우정을 쌓을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수

사 경연 대회가 열리고, 세 보디가드는 각각 ‘와인’, ‘왕’, ‘여자와 진리’라는 

주제로 각각 주제의 우월성에 대한 과시용 연설을 한다. 세 보디가드 중 마지

막 보디가드인 조로바벨이 이 대회에서 승자가 되고, 다리우스 왕은 조로바

벨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요구할 권리를 수여한다. 하지만 조로바벨은 자신 

개인을 위한 상금이나 명예를 요구하기보다는, 중지된 성전 재건 작업을 다

시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한다. 왕은 성전 재건 작업뿐만 아니라 그에 필

요한 모든 자원과 물품을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 조로바벨은 경연에서의 자

신의 지혜로운 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었음을 고백하고, 자신의 족

속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세 보디가드 이야기｣는 마무리된다. 그리고 정경

의 에스라와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 후에는 성전 재건이 완공되어 가는 과정

을 서술한다.

성경에는 ｢세 보디가드 이야기｣의 조로바벨처럼, 이방 민족의 왕을 섬기

면서 그 왕에게 지혜의 말을 전하는 유대 인물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가장 대

표적인 예가 다니엘이다. 다니엘은 다니엘 4장에서 네부카드네자르 왕을 위

해 꿈을 해석하고 5장에서는 벨사살 왕을 위해 수수께끼 같은 글을 해석한

다. 하지만 다니엘서와 ｢세 보디가드 이야기｣사이에는 큰 차이점이 있다. 다

니엘이 어떤 꿈이나 질문에 정확한 답 혹은 해석을 하는 것이라면, ｢세 보디
가드 이야기｣의 조로바벨은 정답을 말하는 것이 아닌 가장 설득력 있는 스피
치를 한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아래에서도 다시 말하겠지만) 조로바벨이 말

한 ‘진리의 우월성’이 자명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그보다는 이 자명한 주

장이 수사 경연 대회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바로 

이 독특한 설정이 ｢세 보디가드 이야기｣를 통해 수사학과 파레시아의 관계
를 논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세 보디가드의 과시용 연설들 중에 조로바벨의 두 과시용 연설을 아리스

토텔레스가 제시한 기술적 설득 수단인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에 따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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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조로바벨의 파레시아적 에토스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4)

3. 조로바벨의 두 과시용 연설 분석

조로바벨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과시용 연설에서 파레시아란 단어가 직접 

등장하지는 않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그의 연설들은 파레시아의 특징을 나

타낸다. 이 측면들은 시대에 따른 파레시아의 의미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먼

저 파레시아가 고대 그리스와 헬레니즘 시대에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지 살

펴보고, 그에 맞추어 조로바벨의 두 연설에서 파레시아 특징을 찾아보고자 

한다. 

파레시아는 ‘모든’(pan)과 ‘말’(rhēma)의 합성어로, 고대 그리스에서는 모

든 시민이 공적으로 자유롭게 말할 권리가 민주적 자유의 중요한 특징임을 

함축하는 단어이다. 시민으로서 말할 자유(freedom of speech)가 있음을 의

미하고, 구체적으로는 솔직한(frankness) 말을 일컫는다. 헬레니즘 시대에 들

어서면서 ‘공적 장소에서의 자유로운 스피치’란 의미가 없어지지는 않았지

만, 친구 사이의 개인적 관계에서의 ‘진실한 말’이라는 의미가 더해진다. 그

리고 에피쿠로스 학파나 플루타르코스(Plutarch)에 의해 친구 관계에서 진실

한 말을 사용할 용기의 미덕(virtue)을 내포하는 단어로 발전하였다(Konstan 

1996, 7-19; Papademetriou 2018, 18, 23). 콘스탄은 그레코-로만 시대에 우정

을 논하는 철학자들이 아첨하는 사람의 유형을 진정한 친구의 유형과 구별

하는데 관심을 두었으며, 그들이 발견한 진정한 친구의 가장 확실한 표시가 

파레시아라고 말한다(Konstan 1996, 10).

조로바벨의 첫 번째 과시용 연설에서는 고대 그리스의 공적 장소에서의 

4) ‘파레시아적 에토스’는 조로바벨의 에토스와 파레시아를 등가적 의미 혹은 그의 에
토스를 전제하는 의미가 아니다. 수사적 분석을 통해 밝힐 조로바벨(혹은 다리우
스)의 에토스 중 파레시아라고 지칭할만한 에토스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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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하고 자유로운 말을 하는 에토스가 나타나고, 두 번째 과시용 연설에서

는 헬레니즘 시대에 사용된 진실할 말을 할 수 있는 정직과 용기의 미덕을 가

진 에토스가 나타나다. 조로바벨의 연설을 직접 분석해보면서 그의 두 파레

시아적 에토스를 살펴보자. 

3.1 조로바벨의 첫 번째 과시용 연설의 파레시아

위에서 언급했듯이 다른 두 보디가드가 각각 와인과 왕의 우월성에 대해

서 과시용 연설을 펼친 후, 세 번째 보디가드인 조로바벨이 여자의 우월성에 

대한 과시용 연설을 시작한다. 조로바벨의 연설을 분석하기 전에 이 전의 두 

보디가드의 로고스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 보디가드는 엔튀메마

(enthymēma)를 통해 와인의 우월성을 주장한다.5) ‘정신(mind)이 인간 세상

을 다스린다’라는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전제(protasis endoxos)를 암묵적으

로 가정하고, 와인이 사람의 정신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와인이 가장 우

월한 것이라고 설득한다. 두 번째 보디가드는 삼단논법을 사용한다. 대전제 

‘사람이 세상을 지배한다‘와 소전제 ’왕은 사람을 다스린다‘라는 가정을 통

해 왕이 가장 강하고 우월한 존재라는 결론을 이끌어낸다. 두 보디가드의 연

설 이후 조로바벨은 그의 첫 번째 과시용 연설을 시작한다.

에스드라서 4장 14-32절

여러분! 왕이 위대하지 않습니까? 남자가 강하지 않은가요? 와인 

역시 강력하지 않은가요? 그러면 그들의 주인은 누구이며, 누가 그들

을 다스리는 자입니까? 여자 아닙니까? 여자는 왕을 비롯하여 바다

5)엔튀메마는 변증법에 비해 간결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엔튀메마를 ‘약식삼단논법’

으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수사적 삼단논법(rhētorikos syllogismos)으로서 수사적 
상황에 기인하는 논증방식을 의미한다. 과학적 삼단논법이 필연성의 성격을 가진
다면, 엔튀메마는 개연성에 기초한다(한석환 2006, 217-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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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땅을 다스리는 모든 사람을 낳습니다. 사람은 여자로부터 태어나

고, 여자들은 포도원을 가꾸는 남자를 양육합니다. 여자들은 남자에

게 관복을 입히고, 명성을 더해줍니다. 남성은 여성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남자들은 금이나 은이나 아름다운 것들을 모으지만, 아름

다운 여성을 보면 그 아름다운 것들을 뒤로한 채 그녀만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그 여성을 선택합니다. 남자는 자기를 양육한 아버지와 고

향을 떠나 아내와 함께합니다. 남자는 부모와 고국을 기억하지 못하

며, 그의 아내와 함께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두 여자

가 당신들의 주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수고하여 이룬 것 모두를 여자에게 가져다주지 않습

니까? 남자는 무기를 가지고 여행하며 약탈하고 도둑질합니다. 그리

고 바다와 강을 항해합니다. 그는 사자와 마주하고, 어둠 속을 걸으

며, 도둑질하고 약탈한 것을 모두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에게 가져다 

바칩니다. 남자는 그의 부모보다 자신의 아내를 더 사랑합니다. 많은 

남자들이 여자로 인해 마음이 흔들리고, 여자에게 노예가 됩니다. 여

자 때문에 남자들은 죽거나 다치기도 하며 죄를 행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저를 믿지 않으십니까? 왕은 그의 권위로 인해 

위대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그를 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

니까? 저는 왕과 왕의 후궁인 바르타코스의 딸 아파메(Apame)가 왕

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왕관을 왕의 머

리로부터 취하여 자신이 썼고, 그녀의 왼손으로 왕의 따귀를 때리기

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입을 벌린 채 그녀를 바라보

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웃으면 왕은 웃었고, 왕이 그녀의 마음을 상하

게 하면 왕은 그녀에게 아첨하며 그녀의 마음을 달래었습니다. 여러

분, 이렇다면 여자가 진정 강하지 아닐까요?6)

6)이 글에서 번역은 Hanhart(1974)가 편집한 에스드라서 그리스어본을 필자가 번역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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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조로바벨의 첫 번째 여자의 우월성에 대한 과시용 연설의 주요 로고

스는 삼단논법이다. 대전제 ‘왕이 강하고 위대한 존재이고, 와인 또한 우월할 

수 있다’와 소전제 ‘여자가 그들을 지배한다’를 통해 여자가 가장 우월한 존

재임을 설득한다. 조로바벨은 왕이 강하고 위대한 것을 인정하지만, 그 왕을 

낳고 기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왕이 자신의 권위를 낮추면서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청중들에게 되묻고 있다. 조로바벨은 자연적 이치에 따르

는 여러 상황들을 말하고, 한 여자를 사랑할 때 한 번 즈음은 경험할 만한 사

건들을 서술하며 여자의 우월성을 설득력 있게 설파하고 있다. 이전의 두 보

디가드와는 다르게 조로바벨은 과거 왕과 아파메의 관계를 자신이 직접 목

격한 사건을 증언하면서 자신의 연설에 설득력을 높인다.7) 아파메가 왕을 

업신여김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비굴할 정도로 사랑하는 왕의 행동을 묘사한

다. 또한, 이 예증은 청중들로 하여금 재미 혹은 유머의 파토스를 일으킨다. 

크렌쇼(Crenshaw)는 아파메가 군인들이 왕에게 가져오는 전리품을 가지고 

치장하고 왕관을 자신의 머리 위에 쓴 것은 왕과 아파메의 경박한 행동으로

서 이 이야기의 해학적 요소를 잘 나타내고 있다고 말한다(Crenshaw 1995, 

233-4.). 수사 경연 대회에서 유머는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순기능적인 역할

을 할 수 있다(Lausberg 1998, 115). 특히, 조로바벨의 과시용 연설 마지막에 

이 일화가 위치(taxis)한 것을 보면 여성의 우월성에 대한 논지의 설득력을 

해학과 유머로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 과시용 연설을 통해 조로바벨은 두 측면에서 파레시아적 에토스를 보

여준다. 그 특징은 위에 언급한 파레시아의 두 의미 중에 헬레니즘보다는 고

대 그리스에서 사용된 파레시아와 가깝다. 첫째로, 조로바벨은 경연이라는 

공적 장소에서 여자의 우월성에 대해 직설적으로 논증하고 있다. 이 이야기

의 배경이 되는 페르시아 시대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가 작성된 헬레니즘 시

대 또한 (비교적 여성의 권위가 나아졌다고 하더라도) 남성 중심 사회라고 

7) ‘증언’은 기술적이지 않은 설득수단(pisteis atechnoi)의 한 종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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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연은 남성 청중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그 앞에서 여자의 우월성을 대담하고 자유롭게 그리고 솔직하게 표

현하면서 자신의 파레시아적 에토스를 나타내고 있다. 둘째로, 조로바벨의 

연설 마지막에 왕과 아파메에 관한 일화를 왕 앞에서 증언한 것은 용감함을 

넘어서 무모하기까지 한 행위라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이 일화가 역사적 사실

인지 혹은 일화 속의 왕과 지금 청중 가운데 있는 다리우스 왕이 동일 인물인

지는 알 수 없지만, 왕 앞에서 왕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이야기를 한 것은 조로

바벨의 파레시아적 캐릭터를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유머는 설득력을 높이는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지

만, 이와 같은 조로바벨의 대담한 스피치는 자칫 잘못하면 왕의 심기를 건드

리는 역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로바벨의 첫 번째 과

시용 연설의 파레시아는 두 번째 과시용 연설의 파레시아를 분명하게 드러

내는 바탕이 된다. 그러면 조로바벨의 또 다른 파레시아적 에토스를 살펴보

자.

3.2 조로바벨의 두 번째 과시용 연설의 파레시아

조로바벨의 첫 번째 과시용 연설이 끝난 후, 청중들은 서로를 바라보는 반

응을 보인다. 이 반응은 그 연설의 마지막 부분에 왕과 아파메 일화에 대해 당

황함을 나타낼 수도 있고, 반대로 조로바벨의 연설이 가장 설득력 있음을 암

묵적으로 동의하는 반응일 수도 있다. 이러한 반응을 뒤로하고 조로바벨은 

자신의 두 번째 연설 즉 진리의 우월성에 대한 스피치를 이어간다. 

에스드라서 4장 34-41절

여러분, 진정 여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인가요? 땅은 넓

고, 하늘은 높습니다. 태양은 그 궤도를 따라 빠르게 움직이고, 하늘

을 순환하여 하루 안에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옵니다. 이 모든 것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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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이가 가장 위대한 분이 아닐까요? 또한 진리가 모든 것 위에 가장 

위대하고 강합니다. 모든 땅들이 진리를 부르고 하늘은 진리를 축복

합니다. 그의 행위는 전율과 진동을 일으킵니다. 그에게는 부정함이

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와인은 부정합니다. 왕은 부정합니다. 여

자는 부정합니다. 사람의 모든 자손들은 부정하고 그들의 행위도 부

정합니다. 그들에게 진리란 없습니다. 그들의 부정으로 인해 그들은 

파멸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는 영원히 지속되며 강합니다. 영원히 

살며 언제나 우월합니다. 그리고 진리에는 차별과 불공평이 없으며, 

진리는 부정과 악함 대신 정의를 행합니다. 모든 이가 진리의 행위를 

인정합니다. 그의 판단에는 불공평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시대의 강

함, 권력, 권위와 위엄이 진리에 속해있습니다. 진리의 신(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조로바벨의 두 번째 과시용 연설은 해학이 섞인 그의 첫 번째 연설과는 다

르게 사뭇 진지한 태도와 철학적인 어조를 보여준다.8) 이 연설의 로고스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로, 자연이 찬양하는 진리는 그 자체로 우월하다. 

둘째로, 와인, 왕, 여자의 부정함과 진리의 공정성과 정의를 대조하면서 진리

의 우월성을 밝히고 있다. 셋째로, 이 연설은 신을 찬양(doxology)함으로 마

치는데, 진리가 신이 보유하고 있는 특질임을 말하면서 진리의 우월성을 주

장하고 있다. 이 모두 엔튀메마이며 그에 대한 암묵적 전제는 다음과 같다. 

‘자연은 불변하는 진리의 현상이다,’ ‘정의로운 것이 부정한 것보다 우월하

다,’ ‘신보다 우월한 존재는 없다.’ 

해학적인 첫 번째 연설과는 달리, 두 번째 과시용 연설은 청중들로 하여금 

8)세 보디가드의 모든 연설들이 수사 경연 대회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
에, 조로바벨의 두 연설이 수사학과 철학의 대립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은 바
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헬레니즘 시대에 들어서 수사학보다는 철학이 중요시된다
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수사학과 철학은 헬레니즘 시대 고등교육의 두 축을 
담당했다(Marrou 1956,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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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한 분위기의 파토스를 일으킨다. 조로바벨의 마지막 말에서 ‘진리의 신’

이라는 표현은 이 이야기 속의 청중인 페르시아 사람들이나 이 이야기의 실

제 독자라 볼 수 있는 헬레니즘 시대의 유대인 모두에게 익숙한 표현이다. 신

에 대한 경외감을 신의 특성인 진리에 접목시키면서 청중들이 진리를 경외

하는 파토스를 이끌어낸다. 진리에 관해서 말할 때, 풍자 혹은 해학적으로 말

한다면 그 청중들에게 재미보다는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다른 주제에 맞추어 다른 톤과 스타일을 적용한 것은 조로바벨의 수사적 유

능함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 연설을 통해 조로바벨의 파레시아적 에토스를 발견할 수 있다. 조로바

벨은 자기 부인(self-denial)을 통해 자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정직과 용기의 미덕을 갖춘 사람임을 드러낸다. 흥미롭게도 조로바벨

은 두 번째 과시용 연설에서 자신의 첫 번째 연설의 논지인 여자의 우월성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놓는다. 여자 또한 (남자와 더불어) 부정한 존재임을 직

설적으로 말하며 자신의 첫 번째 연설의 주장을 뒤엎는다. 이는 자기 부인을 

해서라도 세상을 초월하는 진리에 관해 말할 수 있다는 자신의 에토스를 청

중들에게 피력한다.9) 최근 전미정(2021, 134)은 ｢병신과 머저리｣에 나오는 
‘소설 쓰기’의 목적을 분석하면서, 고백을 통해 과거에 잘못을 저지른 고백

자가 스스로의 에토스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전미정

9)조로바벨이 자신의 첫 번째 연설이 틀렸음을 두 번째 연설에서 깨달았을 수도 있고, 

이미 연설의 구성에서 의도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에스드라서 3:10-12을 참고하
면, 세 보디가드는 수사 경연대회 이전에 자신들의 답을 미리 정해놓는다. 즉 조로
바벨은 이 수사학 경연대회 이전에 ‘여자와 진리’라는 자신의 대답을 미리 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해석하면 에스드라서 저자는 조로바벨이 이미 ‘여자와 진리’라는 구
성을 의도한 것으로 이 이야기를 꾸민다. 그렇다면 ‘여자와 진리’라는 구성을 의도
한 조로바벨의 에토스를 파레시아적 에토스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내
러티브 안에서의 조로바벨의 에토스를 파레시아로 간주할지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지만, 중요한 점은(아래에서도 다시 말하겠지만) 저자의 의도이다. 필자는 이러
한 구성 자체가 저자가 조로바벨의 연설 통해 파레시아적 에토스를 보여주기 위한 
의도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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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한 고백을 조로바벨의 태도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지만, 자기 부인을 통

해 자신의 주장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것 또한 나름 고백이라고 볼 수도 있다. 

자기 부인 및 고백은 당연히 스스로를 비판하는 고통의 과정이 뒤따르고, 많

은 청중들 앞에서 자신의 과오를 공개적으로 고백할 때는 수치심을 느낄지

언정 자존심을 버리는 용기도 필요하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경연

에서 이기기 위한 최종 목표는 다리우스 왕과의 친밀한 유대감을 가지기 위

해서다. 헬레니즘 시대에 사용된 파레시아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세 보디가
드 이야기｣의 저자는 조로바벨의 두 번째 과시용 연설을 통해 그의 정직과 
용기의 미덕을 드러냄으로써, 다리우스 왕과 친구 같은 깊은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경연의 승자가 되도록 이 이야기를 구성한 듯하다.

지금까지 두 과시용 연설을 통해 조로바벨의 파레시아적 에토스를 살펴보

았다. 첫 번째 과시용 연설에서 나타난 그의 에토스는 고대 그리스의 파레시

아 의미와 비슷하고, 두 번째 과시용 연설에서 보여준 그의 에토스는 헬레니

즘 시대에 새로 가미된 파레시아의 의미와 상응한다. 다음으로 이 특징들과 

푸코가 말한 다섯 가지 파레시아 특성과의 비교를 통해, ｢세 보디가드 이야
기｣안에 설득을 위한 에토스와 파레시아가 공존해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설득과 파레시아의 관계가 의미하는 바를 논하고자 한다.

4. 수사학과 파레시아

4.1. 푸코와 조로바벨의 파레시아 비교

위에서 분석한 조로바벨의 파레시아는 푸코의 다섯 가지 파레시아 특성과 

비교할 수 있다. 김주환은 푸코가 말한 고대 그리스의 파레시아의 특징을 다

음과 같이 정리한다. “‘진실 말하기’로서 파레시아는 ‘공적인 솔직함’,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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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위험을 무릅쓰는 용기’, ‘비판’, ‘의무’라는 크게 다섯 가지의 특성을 

가진다”(김주환 2019, 247). 이 다섯 가지 특성 중에 ‘의무’를 제외하고는 다

른 특성들은 이미 위에서 조로바벨의 파레시아적 에토스로 언급을 했기 때

문에, 파레시아의 ‘의무’의 특징에 대해서만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한다. 푸코

가 말한 ‘의무’의 의미는 발화자가 파레시아를 통해 타자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돕는 의무감으로서 윤리적 실천의 한 태도라고 볼 수 있다. 그

렇다면 위에 조로바벨의 연설에서 이러한 파레시아의 ‘의무’의 특성을 찾아

볼 수 있을까? 

먼저 수사 경연 대회와 조로바벨이 경연의 승자가 된 후, 다리우스 왕에게 

요구한 내용을 비교해보자. 분명 경연 대회의 승자는 개인적 부와 명예, 그리

고 다리우스 왕과의 친분을 쌓게 된다. 하지만 조로바벨은 그것들을 요구하

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유대 민족을 대표해 성전 재건을 속히 진행할 수 있도

록 요구했다. 물론 유대 민족이 ｢세 보디가드 이야기｣속에서의 청자는 아니
지만, 적어도 조로바벨의 연설이 자신의 민족을 돕기 위한 이타적인 윤리적 

의무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더 주목할 점은 ｢세 보디가드 이야기｣속에서도 조로바벨은 파레시아를 
통해 다리우스 왕이 정치적 의무를 행하는 주체적인 왕이 되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경연 후 조로바벨이 다리우스 왕에게 성전 재건을 요청할 때, 직접적

으로 성전 재건 허락을 요청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다음과 같이 간접적으로 

청원한다. “왕께서 왕위에 오를 때에 하신 약속을 기억하소서. 예루살렘 성

전을 재건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소서”(에스드라서 4장 43절

).10) 조로바벨의 청원은 단지 자신과 자신의 유대 민족을 위해서 성전 재건

을 요청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성전 재건이 다리우스 왕이 자신이 행한 

정치적 약속의 의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을 피력하고 있다. 이는 

10) Μνήσθητι την ευχήν, ἡν ηυξω οικοδομῆσαι την Ιερουσαλημ εν τῇἡμερᾳ, ῇ̔το βασί

λειόν σου παρέλαβε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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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우스 왕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 의무를 다할 뿐 아니라, 다른 청중들에게 

정치적 의무를 다하는 이상적인 왕의 모습을 보여줄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또

한, 진리의 우월성에 대한 연설을 한 후 다리우스 왕에게 맹세의 의무를 실천

할 것을 청원하는 것은 다리우스 왕에게 자신 스스로가 약속한 것을 실천하

는 진실한 사람, 파레시아적 에토스를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조로바벨의 파레시아는 다리우스 왕의 파레시아적 에토스 형성에 도움을 준

다.

조로바벨의 연설에 파레시아란 단어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세 보디가드 
이야기｣의 저자는 수사 경연 대회라는 배경 안에서 설득의 방법으로서 파레
시아를 분명하게 드러내며 설득에 있어서 파레시아의 긍정적 측면을 보여주

고 있다. 다시 말해 설득을 위한 에토스와 파레시아가 공존 할 수 있음을 더 

나아가 상호보완적일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러면 이 관계가 함축하고 있

는 의미는 무엇일까?

4.2. 설득을 위한 에토스와 파레시아의 관계

｢세 보디가드 이야기｣를 통해 설득을 위한 에토스와 파레시아의 관계를 
말하기 전에 저자의 교육 배경에 대한 전제가 필요해 보인다. ｢세 보디가드 
이야기｣는 실제 역사적 사실이기보다는 헬레니즘 시대의 유대인에 의해 지
어진 단편소설에 가깝다. 저자의 교육 환경에 대해서 쉽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저자는 헬레니즘 시대에 이집트에서 고등교육을 받았음을 유추할 수 있다. 

첫째로, ｢세 보디가드 이야기｣의 구성은 헤로토도스의 역사에 등장하는 이
상정부논쟁(Constitutional Debate, Hist. 3.80-82) 장면을 모방한 듯하다. 이 

토론은 어떤 형태의 정부가 가장 이상적인가에 대한 질문에 오타네스

(Otanes), 메가비주스(Megabyzus), 다리우스 각각 민주주의, 과두정치, 군주

제의 우월성을 연설한다. 특히 오타네스와 다리우스의 연설과 논증은 ｢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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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가드 이야기｣의 두 번째 보디가드가 왕의 우월성을 연설할 때 사용한 설명
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Harvey 2011). 둘째로, 저자는 수사학 개념과 방법 등

을 알렉산드리아의 교육기관(progumnasmata)에서 배웠을 가능성이 크다. 

셋째로, ｢세 보디가드 이야기｣및 에스드라서에는 다른 칠십인 경에 나타나
지 않는 신조어와 합성어가 다수 등장하는데, 이는 저자의 높은 그리스어 수

준을 보여주며, 저자가 고등교육을 받았을 가능성을 대변한다.

｢세 보디가드 이야기｣의 저자가 교육을 통해 수사학을 배웠다는 것을 전
제로 한다면 수사학과 파레시아가 공존하는 이 이야기가 수사학의 이해에 

있어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조로바벨의 연설 속에서 파레시아를 통해 

그의 진실한 에토스를 나타내는 과정과 그의 마지막 요청(심의용 연설)이 다

리우스 왕으로 하여금 파레시아적 에토스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운 점을 간

주하면 에토스를 중요시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과 비교할 수 있다. 아

리스토텔레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말하는 사람의 말이 믿음직스럽게 들릴 때 그는 성격을 통해서 설

득한다. 우리는 대체로 매사에 정직한 사람을 더 기꺼이 더 빨리 신뢰

하며, 정확성을 기할 수 없고 의견이 엇갈릴 때는 특히 그러하기 때문

이다. 그러나 이런 믿음도 말하는 사람의 말을 통해 생겨나야지, 말하

는 사람에게 갖는 선입관을 통해 생겨나서는 안 된다. 몇몇 수사학 전

문가가 주장하듯, 말하는 사람이 드러내는 개인적 정직성은 그의 설

득력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성격은 

말하는 사람이 지닌 가장 효과적인 설득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천병

희 2017, 31-32; Aristotle 2007, 38-39).

손윤락은 가버가 말한 에토스를 중시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의 특

징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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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버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에서 어떻게 수사학적 
논증이 하나의 실현태(energeia)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Garver 1994, 114).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서 한 존재자는 잠재태 

혹은 실현태로 존재하는데, 실현태란 이루어질 것이 다 이루어진 상

태 즉 완성태라고도 불린다. 여 기서 완결성의 의미는 ‘그 자체로 완

결적인 활동’과 ‘그것이 끝났을 때에만 완결적인 운동’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전자를 ‘실현태’로 후자를 ‘운동’ 

(kinesis)으로 부른다. 레토리케는 연설의 수행으로 완성되며, 연설의 

완성태에는 성격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손윤락 2012, 92).

위의 수사학 안에서의 에토스의 위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세 보디가
드 이야기｣의 저자가 말하는 수사학과 파레시아의 관계와 교차점을 이룬다. 

첫째로, 파레시아적 에토스를 실현한 조로바벨이 수사 경연 대회에서 승자

가 된 것은 성격이 설득에 있어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로, ｢세 보디가드 이야기｣저자는 파레시아를 통해 수사학적 논증이 어떻게 
실현태, 즉 완성태가 되는지 그 과정을 직접적으로 묘사한다. 즉 아리스토텔

레스가 주장한 완성태에서 왜 에토스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지를 실체

화한다. 만약 이러한 조로바벨의 파레시아적 에토스를 형성하는 과정이 생

략된다면 에토스와 설득력의 관계를 다음과 같은 순환논리로 이해하는 오류

를 범할 수도 있다. 

조로바벨의 에토스는 믿을만하기에, 그의 연설에 설득력이 있다.

조로바벨이 가장 설득력이 있기에, 그의 에토스는 믿을만하다.

 

이 논리를 다시 생각해보면 도대체 조로바벨의 에토스가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된다. 다시 말해 파레시아적 에토스를 형성하는 과정이 생략된다면 조

로바벨의 실체 없는 에토스만 그 연설 속에 남게 되며, 이는 당연히 수사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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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한 플라톤이나 푸코가 말한 것처럼, 거짓을 말할지라도 설득만 하면 되

는 에토스를 형성할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이다. 화자는 수사학적 수단을 통

해 스스로의 에토스를 숨기며 청자를 기만할 수 있게 된다. ｢세 보디가드 이
야기｣저자가 조로바벨의 발화적 행위 속에 파레시아적 에토스를 심으면서 
설득을 위한 에토스와 진리의 긍정적 관계를 그린 것은, 어떻게 보면 이는 수

사학과 파레시아의 이상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당연히 많은 이

들이 비판한 것처럼 모든 설득이 진실을 위한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수사

학이 주관적 성격을 내포하듯이 파레시아 또한 마찬가지이다. 김주환은 베

버가 언급한 파레시아의 악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하지만 파레시아에서 진실이 신념상의 주관적 진실이라는 점, 즉 

진실이란 사실상 발화자의 주관적 신념이라는 점에 주목해 보자. 그

렇다면 이른바 그 진실을 말하는 진술의 진실성을 보장해 주는 것은 

오로지 발화자 자신일 수밖에 없다. 이는 파레시아에서 진실이 발화

자의 자기관계 안에서 설정되는 이상 불가피하다. 주관적 신념이 곧 

진실성과 동일시될 때 그것이 정치적으로 함의하는 파괴적 결과가 

어떤 것인지는 이미 베버(Weber, 2004)가 심정윤리의 위험성이라는 

주제로 역설한 바 있다. … 나쁜 결과에 책임이 있는 것은 자신의 신

념이 아니라 자기 바깥의 세계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신념에 따른 행

위와 그 결과 사이의 연관이 끊어지면서, 신념의 정치는 역설적으로 

가장 비윤리적인 것이 될 수 있다(김주환 2019, 268-269).

이러한 점을 언급한 것은 파레시아가 악용될 수 있는 점을 비판하기 위함

이 아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면 레토

릭과 파레시아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놓치게 된

다는 것이다.

최근 한석환이 정리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수사학의 유익을 ｢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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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가드 이야기｣에 적용해 볼 수 있다. 한석환은 수사학의 유익 중 한 가지를 

다음과 같이 재구성한다. 

(1) 진리는 본디 힘이 세기 때문에 판단이 외적 변수의 개입 없이 

정 상적으로 내려지기만 한다면 진리가 본래 가진 힘을 제대

로 발휘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2)그러나 외적 변수가 작용하여 판단이 정상적으로 내려지지 않

는 다면 힘이 센 진리라도 맥을 못 추게 된다. 

(3)이것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결과인 바, 

(4)이런 자연에 거스르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수사학

이 유용하게 쓰인다(한석환 2020, 173).

｢세 보디가드 이야기｣저자는 설득과 파레시아가 서로 선용되는 관계를 
말하고 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조로바벨이 수사 경연 대회에 참여한 이유는 

개인적 부와 명예 때문이 아닌 자신의 민족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함이

다. 그 위기는 바로 거짓으로 시작한다. 키루스 2세가 성전 재건을 허락했음

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주변 민족들은 유대 민족이 성전을 완공하면 저항 운

동을 펼치고 반기를 들것이라고 모함해 위기에 빠뜨린다. 이러한 외부 변수

가 개입 되지 않았다면 조로바벨의 유대 민족이 이러한 위기에 처하지도 않

았을 것이다. 외적 요인이 개입되었다 하더라도,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왕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서 그 주변 민족의 거짓을 밝히고 성전 재건 작업을 허

락했다면, 조로바벨이 수사 경연 대회에 참여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

다. 

하지만 진실이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 상황에서 ｢세 보디가드 
이야기｣의 저자는 수사 경연 대회라는 배경을 설정하고 조로바벨이 수사적 
능력(파레시아적 에토스)을 통해 성전 재건이라는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진

리적 사실(키루스 2세와 다리우스 왕이 맹세한)을 성취하는 과정을 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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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 가운데 유대 민족을 비방한 말들에 반박하는 법정 연설을 만들기보

다는, 파레시아적 에토스를 조로바벨의 과시용 연설 속에 심어놓고, 정의롭

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적 능력과 파레시아가 함께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모

습을 서술하고 있다. 설득을 위한 에토스와 파레시아의 긍정적 관계는 진실

을 알릴 뿐 만 아니라, 청자에게 진실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다. 더 나아가 

다리우스 왕이 파레시아적 에토스를 가졌듯이, 청자가 파레시아적 에토스를 

형성할 수 있도록 설득한다. 

5. 나가는 말

이 글을 통해 설득을 위한 에토스와 파레시아의 공존과 그들의 협력적 관

계가 가져오는 유익한 결과를 에스드라서의 ｢세 보디가드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야기 안에 있는 조로바벨의 두 과시용 연설을 분석하고, 연설

을 통해 드러난 조로바벨의 파레시아적 에토스를 고대 그리스와 헬레니즘 

시대, 그리고 푸코가 정리한 파레시아 특성들과 비교하였다. 

이 이야기의 저자가 수사학에 대한 비판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

지만, 플라톤의 수사학에 대한 비판에 변증하거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관점을 옹호하기 위해 설득을 위한 에토스와 파레시아의 관계를 ｢세 보디가
드 이야기｣와 조로바벨의 두 과시용 연설 속에 함축해 놓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쉽게 단정될 수 없다. 그보다는 이 이야기의 저자는 진실

한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거짓이 편만한 상황에서 어떤 부분이 강력한 

설득적 요소가 될 수 있는지 발견한 듯하다. 거짓에 변증하거나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진리를 통해 설득하기보다는 진리를 현실 속에서 실체화하고 구체

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저자는 조로바벨의 파레

시아적 에토스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솔직한 말을 할 수 있는 용감함,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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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말이 틀린 것을 안다면 그것을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정직과 용기, 주관적 

생각을 진리라 믿기보다는 초월적 및 객관적 진리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정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저자는 이와 같은 파레시아가 강력한 설득

적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수사 경연 대회 안에 접목시켜 수사학

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얻을 수 있는 수사학의 유용성을 이 이야기를 통해 나

타내고 있다. ｢세 보디가드 이야기｣는 설득을 위한 에토스와 파레시아의 협
력적 관계는 보다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고 진실한 시민을 형성하기 위한 초

석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주환(2019), ｢사회 비판과 민주주의의 가능성 조건으로서 푸코의 파레시
아(parrhesia) 윤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비판사회학회121, 244- 

278.

손윤락(2012),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서 성격과 덕 교육｣, 수사학
17, 73-95, 

아리스토텔레스(2017), 수사학/시학(천병희 옮김), 숲.

전미정(2021), ｢고백의 수사학으로 본 ‘소설 쓰기’｣, 수사학41, 113-238.

푸코, 미셸(2007), 주체의 해석학(심세광 옮김), 동문선.

푸코, 미셸(2017), 담론과 진실(심세광, 전혜리 옮김), 동녘.

한석환(2006),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적 논증의 문제｣, 서양고전학연구 
25, 217-247.

한석환(2020),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의 유용성에서 운위되는 진리에 
관하여｣, 수사학38, 171-206.

Aristotle(2007), On Rhetoric, Geroge A. Kennedy (Trans.), New York; Oxford: 



30 • 수사학 제43집 

Oxford University Press.

Bird, Michael(2012), 1 Esdras: Introduction and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in Codex Vaticanus, Leiden; Boston: Brill.

Crenshaw, James(1995), “The Contest of Darius’ Guards in 1 Esdras 3:1–

5:3,” Urgent Advice and Probing Questions: Collected Writings on Old 

Testament Wisdom, James L. Crenshaw(Ed.), Macon, GA: Mercer 

University Press, 222-234.

Fraser, P. M.(1972), Ptolemaic Alexandria, 3 vols., Oxford: Clarendon.

Foucault, Michel. The Courage of the Truth (the Government of Self and 

Others II): Lectures at the Collège De France, 1983-1984, Frederic 

Gros(Ed.), Graham Burchell(Trans.),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2011.

Garver, Eugene(1994), Aristotle's Rhetoric. An Art of Character, Chicago/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Hanhart, Robert(1974), Esdrae liber I. Vol. VIII, 1 of Septuaginta, Vetus 

Testamentum Graecum Auctoritate Academiae Scientiarum 

Gottingensis editum,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Harvey, Paul B. Jr.(2011), “Darius’ Court and the Guardsmen’s Debate: 

Hellenistic Greek Elements in 1 Esdras,” Was 1 Esdras First? An 

Investigation Into the Priority and Nature of 1 Esdras, Lisbeth S. 

Fried(Ed.), Atlanta, G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179-190.

Konstan, David(1996), “Friendship, Frankness and Flattery,” Friendship, 

Flattery, and Frankness of Speech: Studies on Friendship in the New 

Testament World, John T. Fitzgerald(Ed.),  Leiden: Brill, 7–19.

Lausberg, Heinrich(1998), Handbook of Literary Rhetoric: A Foundation for 

Literary Study, Leiden: E. J. Brill. 



설득을 위한 에토스(Ēthos)와 파레시아(Parrhēsia)의 관계 • 31

Marrou, H. I.(1956), A History of Education in Antiquity, George 

Lamb(Trans.), Madison, WI: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Papademetriou, Kyriakoula(2018), “The Performative Meaning of the Word π

αρρησία in Ancient Greek and in the Greek Bible,” Parrhesia: Ancient 

and Modern Perspectives on Freedom of Speech, Peter-Ben Smit and 

Eva van Urk(Eds.), Leiden; Boston, MA: Brill, 15-38.

Salvesen, Alison(2021), “Deuterocanonical and Apocryphalbooks,” The 

Oxford Handbook of the Septuagint, Alison G. Salvesen and Timothy 

Michael Law(Ed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385-402.

Weber, Max(2004), “Politics as a Vocation,” Max Weber, the Vocation 

Lectures, Cambridge: Hackett. 



32 • 수사학 제43집 

[Abstract]

 Relationship between Ēthos in Persuasion and Parrhēsia

- Focusing on the Story of the Three Bodyguards in 1 Esdras -

Kwak, Unsung (Univ. of Oxford)

This paper aims to discern how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ēthos in persuasion and parrhēsia through the story of the Three Bodyguards in 

1 Esdras. As Plato and Foucault have critici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ruth 

and ēthos in rhetoric seems to be at odds. However, I would like to discuss that 

the relationship may not be so antagonistic, but maybe complementary.

For this purpose, I deal with the story of the Three Bodyguards in the book 

of 1 Esdras, which was presumably written in the second century BCE. The 

story consists of epideictic speeches of the three bodyguards with the purpose 

to orate what is the most superior thing in the world. Each of the three 

bodyguards speaks on ‘wine’, ‘a king’, and ‘woman and truth’ in the rhetorical 

contest. I examine two epideictic speeches of Zorobabel (the third 

bodyguards) in accordance with the theory of classical rhetoric. Through this 

analysis, I show that Zorobabel’s ēthos corresponds to the significance of 

parrhēsia mentioned by Foucault. I also argue that rhetoric and parrhēsia 

coexist as well as complement each other in Zorobabel’s rhetorical speeches. 

Lastly, by comparing with the usefulness of rhetoric that Aristotle pointed out, 

I demonstrate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ēthos in persuasion and 

parrhēsia and its benefit implied in the story of the Three Bodyguards. 

주제어:수사학, 파레시아, 에토스, 에스드라서, 세 보디가드 이야기, 아리스토텔

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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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증론과 수사학의 토포스 분류 방식에 비추어 본 
두 작품의 학적 영역에 대한 분석*

- 범주이론 및 술어가능어를 중심으로 -
11)

안상욱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국문요약]

이 글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변증론과 수사학의 토포스 분류 방식을 그의 범
주이론과 술어가능어를 중심으로 재조명함으로써, 두 작품 모두 아리스토텔레스

의 범주이론에 공통적으로 토대를 두고 있는 가운데 분석론과 구분되는 고유한 
영역에서 독자적인 체계를 가지고 작동하며 그 자체로 완결성을 가지고 있음을 주

장한다. 변증론과 수사학은 논증의 고안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토포스를 강조
하는데, 그것들은 실체와 속성을 전제로 한 범주이론의 구도 아래 그것을 취급한다. 

변증론은 술어가 주어와 맺는 관계에 따라 분류된 네 종류의 술어가능어 - 정의
와 유 그리고 고유속성과 우연속성을 따라서 토포스를 분류한다. 여기서 정의와 유

는 실체에, 고유속성과 우연속성은 속성에 대응한다. 한편 수사학은 표면 상 활
용 범위에 따라 토포스를 구분하지만, 그곳에서 설명하는 수사학적 쉴로기스모스

인 엔튀메마의 특성을 고려하면 수사학의 토포스들은 우연속성에 관한 것으로 
수렴된다. 변증론이 실체와 속성에 고루 뻗어있는 네 가지 술어가능어 전체에 걸
친 문제를 다룬다면, 수사학은 주로 우연속성에 관한 문제를 취급하는 것이다. 

이것은 두 작품이 실체와 속성의 존재론을 바탕으로 설계되었고 각기 토론과 연설

에서 논변에 나서는 방법을 효과적으로 발견하도록 고안된 것임을 뒷받침한다. 
변증론과 수사학은 완성되지 않은 분석론이 아니다. 통념의 사용과 추론의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 5C2A04080968).

수사학 제43집
2022년 4월 30일 35-56쪽
DOI: https://doi.org/10.31325/KJR.2022.4.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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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연성은 변증론과 수사학의 추론이 불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취급
하는 문제의 성질을 감안한 결과다. 변증론과 수사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존
재론을 충실하게 따르는 가운데 각자의 고유한 영역에서 독자적인 체계를 따라 실

천적인 목적을 달성하는데 충분하도록 고안된 독립적이고 완결된 체계다. 

Ⅰ. 들어가는 말

이 글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변증론과 수사학의 토포스 분류 방식을 
그의 범주이론과 술어가능어를 중심으로 재조명함으로써, 두 작품 모두 아

리스토텔레스의 범주이론에 공통적으로 토대를 두고 있는 가운데 각자의 고

유한 영역에서 작동하도록 고안되었음을 주장한다. 본고는 이러한 분석을 통

하여 두 작품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되었던 아쉬운 평가로부터 (구체적으로는 

두 작품이 후대에 미친 학문적 영향력이 크지 않았다거나1) 분석론에 비해 

완성도가 낮다거나2) 이후에 완성하게 될 쉴로기스모스(syllogismos)3) 이론

1) “따라서 우리는 무질서로부터 질서를 만들어보려는 그의 초기 시도에 대해 더 이상
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것이다. 오르가논의 일부로서 변증론은 17세기까지 
지속적으로 철학도들에게 영향을 미쳤지만, 돌이켜보면 우리는 그것이 귀결에 대
한 중세기의 이론을 정교하게 하는 데 자극을 주었다는 간접적인 점을 제외하면 논
리학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W. C. Kneale, M.. Kneale, 

2015, 121).

2) 변증론과 수사학에 관한 평가는 분석론에 비해 상대적으로 박한 편이었는
데, 여기에는 두 작품에 고유한 논증으로 소개되는 (변증론적) 쉴로기스모스와 엔
튀메마가 분석론의 쉴로기스모스와 비교해 주목을 덜 받은 까닭도 있지 않을까 
한다. 가령, 수사학에 고유한 쉴로기스모스로 소개되는 것은 엔튀메마인데, 이는 
흔히 ‘생략삼단논법’으로 소개되고 있다(Copi 외 2015; Guttenplan 2015 등). 그러
나 ‘생략삼단논법’이라는 개념은 그 자체로 양적, 질적 불완전성을 내포하는데, 그
것은 전제의 누락과 그로 인한 논리적 불완전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리
스토텔레스에게 완전성의 개념은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드러난 전제 외에 필연적
으로 명백한 것이 되기 위해 다른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연역 추론, 즉 1격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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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아직 알지 못하는 시기에 가졌던 생각일 뿐4), 이제는 철지난 사고방식에 

불과하다5)는 등의 평가) 그 위상을 재고하고 오히려 두 작품 모두 실체와 속

성을 토대로 삼는 아리스토텔레스 존재론의 구도 위에서 분명히 설계되었으

며, 서로 구분되는 고유한 전문 영역을 각자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자 한다. 술어가능어와 범주이론 사이의 연관성은 기존의 연구에서도 지적

된 바 있지만(강상진(2001) 참조), 술어가능어와 범주이론을 바탕으로 범
주론과 변증론그리고 수사학이 담당하는 영역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본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이를 위해 본고는 가장 먼저 아리스토

텔레스의 범주이론을 간단히 돌아보고, 범주이론을 관통하는 실체와 속성의 

이분법적 대비가 변증론과 수사학의 토포스 분류 체계의 밑그림이라는 
단논법의 특성을 가리킨다. 분석론 전서I, 1, 24b22-26; 한석환(2009) 참조.

3)쉴로기스모스는 일반적으로 연역추론을 일컫는 말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작품마
다 조금씩 다른 의미로 이 개념을 사용한다. 먼저 분석론의 쉴로기스모스는 참된 
명제를 전제로 사용하고 중명사를 수반하는 필연적 논증이다. 이것은 좁은 의미의 
쉴로기스모스로서 정언삼단논법을 가라킨다. (분석론 전서23, 41a1 이하) 한편, 

변증술의 쉴로기스모스는 다른 점에서는분석론의 쉴로기스모스와 같지만, 통
념이 전제로 사용되고 중명사가 동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다르다(토피카I 1, 

100a25 이하). 마지막으로 수사학의 쉴로기스모스는 통념을 전제로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변증술과 같지만, 개연적인 논증도 포함된다는 점에 있어서 다르다 (
수사술I 2, 1356b15-20).

4) “(변증론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 그가 분석론에서 이야기하게 될 것과는 정
반대로 –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해서 논변을 구성할 수 있는 단일하고 보편적인 원
리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는 아직 분석론의 삼단논법을 모른
다”(Bochenski 1951, 32). 

5) “우리에겐 topoi, 즉 변증론적인 추리가 논증을 끌어내는 곳인 정리함들에 대해 장
황하게 탐구하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쫓아갈 여유도 소망도 없다. 그런 논의는 
지나간 사고방식에 속한다. 그것은 일반적인 문화로 향한, 우리가 소피스트 운동으
로 알고 있는, 그리스적 사유 운동이 보이는 - 모든 방식의 대상들에 대해 이것들에 
적합한 으뜸 원리들을 연구함이 없이 토론하려고 하는 - 마지막 노력들 가운데 하나
이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더 나은 학문의 길을 보여주었다. 변증론을 시대에 뒤
떨어진 것으로 만들었던 것은 자신의 분석론이었다”(Ross 2011, 89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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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확인하려 한다.

Ⅱ.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과 범주이론

범주이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론이 가진 기본 구도다. 아리스토텔레

스는 존재하는 것들의 기본 유형들을 몇 가지의 ‘범주’로 일반화한다. 범주

를 가리키는 희랍어 ‘카테고리아(katēgoria)’는 본래 고소 ․고발을 의미하는 
명사다. 우리가 누군가를 고발할 경우, 우리는 그에게 특정한 유형의 법률적 

혐의를 씌운 다음, 그것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서 법원에 나가 

재판을 벌인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이름을 

붙인 다음, 그렇게 발생한 개념을 통해 사물에 관한 판단을 내린다. 아리스토

텔레스는 존재의 근본 유형들을 ‘범주’라고 불렀던 것이다. 그런데 그가 이 

말을 통해서 지시했던 중요한 대상이 한 가지 더 남아있다. 아리스토텔레스

는 문장의 구성요소인 술어의 기본 유형들도 ‘범주’라는 말로 가리켰다. 그

는 말과 존재자를 다른 층위에서 이해하지 않았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과 존재론이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논리

학과 존재론을 하나의 맥락에서 이해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아리스토텔레스

에게 언어는 실재를 반영하는 것이었고 논리는 그러한 언어를 통해 실재를 

분석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하는 범주들은 크게 실체와 속성으로 양분된다.6) 

여기서 실체의 범주는 개별 실체와 그것의 유 개념인 보편 실체를 포함한다. 

속성의 범주는 양(poson), 질(poios), 관계(pros ti), 장소(pou), 시간(pote), 상

6)실체란 개별자나 종과 유 같은 보편자를 포함하는 개념인데 가령, 인간의 경우라면 
동물처럼, 대상의 바탕이 되는 것 또는 그것이 ‘무엇이라는 점’, 즉 그 본질에 있어
서 술어가 되는 것을 가리키고, 속성은 그러한 실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성질들을 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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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keisthai), 소유(echein), 능동(poiein), 수동(paschein)의 9가지로 다시금 

분류된다(범주론VI, 1b25-27; 변증론I 9, 103b21).7) 이렇게 하여 다음

과 같이 총 열 가지의 범주가 제시된다.

실체
내적 요소

Socrates is a man

속성

양 Socrates is five feet tall

질  Socrates is wise

관계

외적 요소

Socrates is older than plato

장소 Socrates lived in Athens

시간 Socrates lived in the 5th century B.C.

상태 Socrates is sitting

소유 Socrates is wearing a cloak

능동 Socrates is cutting a piece of cake

수동 Socrates is warmed by the sun

＜표 1＞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논리와 존재의 영역이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었고, 

양자 모두에 걸쳐 중요한 공통 지반을 범주이론이 제공하고 있다면, 변증론
과 수사학에서 제시하는 토포스 체계 역시 논증 이론의 한 갈래이므로 범
주이론을 밑그림으로 삼고 있을 거라는 짐작을 해볼 수 있다. 이제 변증론
과 수사학에서 토포스가 분류되는 방식을 범주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그들 사이에 숨은 연관성을 드러내보자. 

7) 10개의 범주가 모두 등장하는 것은 변증론이 유일하며 다른 곳에서 일관되게 유
지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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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범주이론에 비추어 본 변증론과 수사학의 토포스 분류 방식

1. 범주이론에 비추어 본 변증론의 토포스 분류 체계

먼저 변증론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술어가 주어와 맺는 관계에 따라 
그 유형을 네 종류로 나눈 뒤 각각의 술어 유형에 맞추어 토포스를 분류한다. 

술어들은 한편으로 주어와 환위 가능한지에 따라서, 다른 한편으로는 주어

에 대해서 그 본질(혹은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ho to ti ēn einai)을 지시하는지

에 따라서 총 네 가지 유형으로 구별된다. 이 네 가지를 기준으로 분류된 술어

의 유형들을 술어가능어라고 부르는데, 정의(horismos)와 고유속성(idion) 

그리고 유(genos)와 우연속성(sumbebēkos)이 그것들이다. 주어와 환위 가능

하면서 동시에 그것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 정의이고 환위는 가능하지만 

주어의 본질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고유속성이며 환위가 불가하지만 주어의 

본질을 보여준다면 유이고 환위도 불가하고 본질도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연

속성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술어가능어들은 범주이론을 바탕으로 실체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과 속성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의 두 부류로 구분될 수 있

다. 

먼저 술어가능어들 가운데 정의와 유는 실체의 범주를 포함하는 술어가능

어들이다. 한편으로, 정의는 어떤 것의 ‘무엇이라는 것’, 즉 ‘본질’을 나타낸

다.8) 정의에 해당하는 술어는 주어와 환위 가능하면서 주어의 본질을 보여

주는 말로 분류할 수 있는데, 주어와 환위 가능하다는 것은 주어와 외연적으

로 동치라는 의미이고 주어의 본질을 나타낸다는 것은 ‘실체’와 ‘속성’의 구

분에 있어서 실체에 해당하는 유를 명사로서 포함한다는 뜻이다. 즉, 정의는 

8)본질은 규정하려는 대상이 아니면서 그 대상이 ‘무엇’이라고 할 때, 그 ‘무엇’에 해
당하는 실체를 말한다. 언어상으로 실체는 명사로 표현되므로 본질 또한 실체로서 
명사로 표현되어야 한다(변증론I, 101b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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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와 외연적으로 동치임과 동시에 주어의 본질을 가리키는 실체 범주의 

명사가 포함된 설명항이다.9) 유 또한 실체 범주에 해당하는 술어가능어다. 

유는 종에 있어서 다른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나

타내는 술어다.10) 이것은 주어와 환위가 불가하지만 본질을 나타낸다. 환위

가 불가하다는 것은 술어가 주어와 동치가 아니라는 뜻이고 본질을 나타낸

다는 것은 그것이 주어의 실체로서의 유를 나타내는 명사를 포함하고 있다

는 의미다. 이처럼, 유는 주어를 포괄하는 보편자 개념인데, 실체 범주는 개

별자와 함께 그러한 보편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유는 정의와 더불어 실

체 범주로 분류할 수 있겠다.

반면, 고유속성과 우연속성은 이름 그대로 속성 범주에 해당하는 술어가

능어들이다. 먼저, 고유속성은 대상의 본질을 지시하지는 않지만 오직 그 주

어에만 속하고 환위 가능한 술어로 정의된다. 주어와 환위 가능하다는 것은 

정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어와 동치라는 의미이며 본질을 나타내지 않는

다는 것은 ‘실체’와 ‘속성’의 구분 위에서 실체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의미다. 

고유속성은 주어와 외연 상 동치이지만 정의와 달리 그것의 본질을 가리키

는 명사를 포함하지 않는 술어다. 예를 들어, ‘문법을 배울 수 있음’은 ‘인간’

에 대해서 고유속성에 해당한다. 그것은 인간에게만 속하는 속성이므로 ‘인

9) 변증론102a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듯, 정의는 하나의 단어만으로 구성될 
수 없고 만약 누군가 단지 하나의 단어만으로 뭔가를 정의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올
바른 정의가 될 수 없다. 정의는 종차와 유로 구성되어야 하고 따라서 하나의 명사
가 아니라 단어들이 결합된 구절이어야 한다.

10)유는 종적으로 다른 차이를 드러내는 많은 것들에 대해 그것이 무엇인가(본질)라
는 데에서 술어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데에서 술어가 되는 것’은 
‘앞에서 제기된 것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서 주어지는 데 어울릴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때,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은 주어
가 ‘무엇’인지 물었을 때 그 대답으로 적절한 것으로서 가령 인간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 답변으로서 적절한 ‘동물’에 해당하는 말을 가리킨다(변증론I 5, 

102a3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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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라는 주어와 환위가 가능하지만, 인간이 ‘무엇’인지 그 바탕이 되는 실

체를 나타내는 명사가 빠져있고 ‘문법을 배울 수 있는 ‘무엇’’에서 그 ‘무엇’

의 자리가 비어있으므로 ‘인간’이 그래서 결국 어떠어떠한 ‘무엇임’인지 지

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 술어가능어인 우연속성은 주어와 환위되지도 

않고 본질을 나타내지도 않는 술어다. 우연속성은 주어의 본질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주어의 유를 알려주지 않으며 따라서 실체 범주가 아닌 속성의 

범주에 속한다. 그리고 우연속성은 주어와 환위되지 않으므로 주어와 동치

일 수 없고 따라서 주어의 고유한 속성일 수도 없다. 이름 그대로 우연속성은 

‘앉아있음’과 같이 대상에 속할 수도 있고 속하지 않을 수도 있는 우연적인 

속성이다. 이처럼, 변증론의 술어가능어들은 범주이론의 관점 하에서 각
기 둘 씩 짝지어 실체 범주에 해당하는 술어들과 속성 범주에 속하는 술어들

로 분류될 수 있다. 

주어와의 환위 가능 여부
환위 가능 환위 불가

주어의 본질 
표시 여부

본질을 나타냄
정의

horismos
실체

유
genos

본질을 나타내지 
않음

고유속성
idion

속성
우연속성

sumbebēkos

＜표 2＞

위 분석에 의하면, 변증론의 술어가능어는 실체와 속성의 이원적 대비
를 바탕으로 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론인 범주이론을 바탕으로 작동하

는 것으로 보인다. 술어가능어들 가운데 정의와 유는 실체 범주와 관련되는 

술어가능어들이고, 고유속성과 우연속성은 속성 범주와 관련되는 술어가능

어들이기 때문이다. 술어가능어는 변증론의 주제인 토포스가 작품 속에서 
분류되는 기준이기도 하므로, 결국 변증론전체가 실체와 속성의 이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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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를 토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범주론
실체

속성
양 질 관계장소시간상태소유능동수동

변증론
정의

horismos

고유속성
idion

유
genos

우연속성
sumbebēkos

＜표 3＞

2. 범주이론에 비추어 본 수사학의 토포스 분류 체계

다음으로 수사학에서 토포스가 분류되는 방식을 범주이론과 연관 지어 
확인해 보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에서 주어와 술어의 관계에 입각한 
기술적인 체계가 아니라, 단지 토포스의 활용 범위와 연설의 장르 별로 토포

스를 분류한다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학에서 토포스가 분류되는 방
식으로서 다시 한 번 명제에 주목하는 까닭은, 명제가 가진 술어의 유형에 따

라 토포스를 분류하는 것이 토포스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변증론에서 아리
스토텔레스가 따르는 기준이기도 하고, 수사학의 추론이 장르 구분에 관계

없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특성이 있는데, 그것은 수사학적 추론의 관심사

가 대체로 우연속성으로 수렴한다는 점이기 때문이다. 

11)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에서 토포스를 활용 범위에 따라 공통 토포스와 특수 
토포스로 구분한다. 공통 토포스는 ‘A가 B하다면 [A의 반대]는 [B의 반대]하다’처
럼 연설의 장르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범용적인 토포스이고, 특수 토포스는 
‘A가 모든 혹은 많은 사람들이 얻기 위해 경쟁하는 것이라면 A는 아름답다’처럼 
특정한 연설 장르에서 사용되는 토포스다. 공통 토포스는 특수 토포스에 비해 술
어가 제한되지 않고 형식적인 성격이 한결 강한 반면, 특수 토포스는 결론의 술어
가 제한되며 질료적인 성격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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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수사학에서 사용되는 명제를 술어가능어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것 또한 범주이론의 구도 하에서 작동한다는 점을 확인해 보자. 이를 위해 먼

저 변증론의 우연속성 개념을 세분하고, 둘째, 그 세 종류의 우연속성 개념

에 입각하여 수사학적 추론에서 사용되는 명제들을 결론과 전제 단위로 나

누어 분석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수사학에서 활용되는 명제와 토

포스들 역시 실체와 속성의 구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우연속성은 나머지 술어가능어와 달리 다소 혼란스러운 개념이다. 변증
론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의 우연속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변
증론I권은 우연속성을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우연속성은 이것들 중 어느 것도 아닌, 즉 정의도 고유속성도 유도 

아니지만, 해당하는 사물에 속하는 것이다. 또 우연속성은 그것이 무

엇이 되었든 하나의 동일한 것에 속하거나 속하지 않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중략)… 그러나 우연속성에 대한 정의식 중에서 두 번째 

것이 더 낫다. 첫 번째 정의식이 말해질 때, 누군가가 그것을 이해하

고자 한다면 정의가 무엇인지, 유가 무엇인지, 또 고유속성이 무엇인

지를 필연적으로 미리 알아야만 하지만, 이와 달리 두 번째 것은 그 

자체로<단독으로> 말해진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것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12) (변증론I 5, 102b5-14)

위 인용문에서 소개되는 우연속성은 두 가지다. 첫 번째 의미의 우연속성

은 (이하 우연속성(1)) 정의, 유, 고유속성이 아니지만 한 주어에 술어가 되는 

것인 반면, 두 번째 의미의 우연속성은 (이하 우연속성(2)) 주어에 속할 수도 

있고 속하지 않을 수도 있는 술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들이 동일한 대상

에 대한 서로 다른 규정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우연속성(1)과 (2)는 서로 

12)김재홍(2021)의 번역을 따르되 ‘부수성’은 ‘우연속성’으로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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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지 않다. 어떤 술어가 그것들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

다. 

한 술어가 우연속성(1)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조건이 요구된다. 

첫째, 그것은 일단은 주어에 술어로서 속해야 하고 둘째, 나머지 세 술어가능

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반면, 한 술어가 우연속성(2)로 인정받기 위해서

라면 그 술어가 주어에 속해야 한다는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단지 

개연적으로 속하기만 하면 된다. 때로는 술어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우연속성(2)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가령, ‘우연속성(2)

의 잣대로는 서 있는 사람에게도 ‘앉아있음’이 우연속성이 될 수 있겠지만 

우연속성(1)의 기준에서는 그렇지 않다. 인용문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연

속성(1)보다 우연속성(2)가 낫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연속성(1)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연속성(1)과 (2) 모두 엄연히 우연속성으

로 불릴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 변증론VII권에는 

세 번째 의미의 우연속성을 함축하고 있을 가능성이 엿보이는 구절이 있기 

때문이다.

우연속성을 확립하기란 이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쉽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의 경우에는 비단 속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특정한 

방식으로 속한다는 것을 보여야만 하지만, 우연적인 것의 경우에는 

단지 이런 방식으로 속한다는 것을 보이는 것만으로 충분하기 때문

이다. 이와 달리 우연적인 것을 파기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은, 우

연적인 것 안에 가장 적은 수의 요소들이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왜냐

하면 우연속성의 경우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속하는지를 덧붙여서 지

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변증론VII 5, 155a28 이하)

위 인용문에 등장하는 우연속성은 (이하 우연속성(3)) 앞서 살펴본 우연속

성(1)과 (2)와는 다르면서도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똑같이 우연속성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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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불린다. 우연속성(3)은 나머지 우연속성들과 어떻게 다를까?

먼저 우연속성(3)은 술어가 주어에 일단 속해야 한다는 조건을 갖지 않는

다는 점에서 우연속성(2)와 다르다. 우연속성(2)는 술어가 주어에 일단 속해

야만 한다는 성립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것은 주어에 속해도 그만, 

속하지 않아도 그만인 술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연속성(3)은 그렇지 않

다. 인용문에 따르면 우연속성(3)은 한 술어가 어쨌든 주어에 속한다는 점을 

보일 때 확증되고 반대로 어떤 식으로든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일 때 파괴

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우연속성(3)은 답변자가 자신이 술어를 주어에 대해 무엇으로

서 주장하는지 알리는 단서를 남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연속성(1)과 다르

다. 변증론적 토론에서는 술어가 주어에 대해서 속하는 방식이 매우 중요하

다. 동일한 술어를 가진 명제라 하더라도, 술어가 주어에 속하는 방식에 따라

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동물’은 ‘인간’에 대해

서 유로서 술어가 되기는 하지만, 고유속성으로서 술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변증론에서 보여주는 토론의 모습 속에서 답변자는 자신이 술어를 
주어에 대해 무엇으로서 주장하는지 표시를 남긴다.13) 그러나 우연속성(3)

13) ‘A는 B이다’와 같은 일반적인 형태의 명제는 주어에 대해서 술어가 맺고 있는 관
계를 나타낼 수 없다. 따라서 당연히 말하는 이가 술어를 주어에 대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술어로서 주장하고 있는지 표시할 길이 없다. 그러므로 변증론적 토
론을 시작하면서, 한 술어를 한 주어에 대해 정의 ․고유속성 ․유 ․우연속성으로 해
당하는지 문제를 제기하고 입장을 정해 주장하려 한다면, 그 변증론적 문제와 명
제는 주어와 술어의 관계를 표시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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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는 A의 고유속성인가, 아닌가? ↔ B는 A의 고유속성이다

B는 A의 유인가, 아닌가? ↔ B는 A의 유이다

B는 A의 우연속성인가, 아닌가? ↔ B는 A의 우연속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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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명제 속에서 주어와의 관계에 대해 어떠한 표시도 남기지 않는다. 그것은 

‘B는 A의 술어인가, 술어가 아닌가?’와 ‘B는 A의 술어이다/아니다.’ 즉, ‘A

는 B인가, B가 아닌가?’나 ‘A는 B이다/가 아니다’의 형태를 갖는다. 당연히 

우연속성(3)의 명제는 겉모습만으로는 그것이 어떤 술어가능어에 해당하는 

명제인지 알 수 없다.14) 따라서 그것은 술어가 주어에 대해서 갖는 관계가 중

요하지 않은 한층 덜 엄밀하고 좀 더 일상적인 상황에 어울린다. 아래는 이상

에서 논의한 세 종류의 우연속성 개념을 정리한 것이다. 

우연속성(1) 정의, 유, 고유속성이 아니지만 한 주어에 술어가 되는 술어

우연속성(2) 주어에 속할 수도 있고 속하지 않을 수도 있는 술어

우연속성(3)
정의 ․고유속성 ․유로 분화될 수 있지만 아직 주어와의 관계가 확
정되지 않은 술어

＜표 4＞

이제 세분화한 우연속성 개념을 포함한 변증론의 명제 분류 체계를 가
져와 수사학의 명제들을 들여다보자. 

수사학에서 사용되는 명제들 중에서 결론에 해당하는 명제들은 오직 
우연속성에 해당하는 술어로 구성된 명제들만 사용되고, 그 전제로도 대체

로 우연속성에 해당하는 술어로 구성된 명제들만 사용되며 매우 적은 수의 

전제들만이 나머지 술어들로 구성되는 것으로 보인다(수사학I 2, 1357a 

24-32). 그러나 앞서의 논의에 따르면 그들마저도 우연속성으로 분류된다. 

수사학에서 사용되는 명제를 결론과 전제로 나누어 살펴보자.

14)가령 ‘동물은 인간의 술어인가, 아닌가?’ 또는 ‘인간은 동물인가, 아닌가’와 같은 
변증론적 문제나 ‘동물은 인간의 술어다’ 혹은 ‘인간은 동물이다’와 같은 변증론
적 명제에서는 상대방이 동물을 인간에 대해 정의로 주장하고 있는 것인지 유로서 
주장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그런데 동물은 어쨌거나 인간에 대해서 
술어가 될 수는 있으므로 우연속성(3)이기 위한 조건은 충족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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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수사학에서 결론으로 쓰이는 명제들은 오로지 우연속성에 해당하는 

술어의 명제들만이 사용된다. 그것은 수사학이 달리 있을 수 있고 그것의 선

택이 우리에게 달려 있으며 양가적인 문제를 주제로 삼는데(수사학I 2, 

1357a5 이하), 이것은 주어와 술어의 관계가 필연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명제

에 한하여 논의에 대상으로 삼는다는 뜻이며 술어가능어들 가운데서 술어가 

주어에 속하는지가 필연적이지 않은 것은 오로지 우연속성 뿐이기 때문이

다. 

정의 고유속성 유 우연속성

A≡B A≡B          BA
B

         BA
B?

B?
B?

주-술관계 확정 O 주-술관계 확정 X

＜표 5＞

수사학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한 술어가 한 주어에 속하는지 여부
일 뿐, 술어가 주어에 속하는 방식은 전혀 문젯거리가 아니다. 수사학에서
는 ‘S는 P인가, P가 아닌가’하는 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도 ‘P가 S에 대해

서 어떠한 방식으로 술어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말이

다. 그런데 술어가 주어에 속하는지 여부만을 따지는 유일한 술어가능어는 

오직 우연속성뿐이다. 나머지 술어가능어는 모두 술어가 주어에 속한다는 

점이 전제되어 있으나, 우연속성만은 주어에 속할 수도 있고 속하지 않을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정의와 고유속성 그리고 유처럼 한 술어가 한 주어에 속해

있다는 점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술어들의 경우, 변증론적 토론에서 변증술

은 검토술(peirastikē)로서 그 술어가 주어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가지면서 술

어가 되는지 논의해볼 수 있지만, 대중 연설에서는 이미 술어가 주어에 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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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결정된 사태, 예를 들면 태양이 동쪽에서 뜬다거나, 인간이 생물이라

는 등의 명제에서 술어가 주어에 대해 정의로서 속하는지, 고유속성으로 속

하는지, 유로서 속하는지 등에 관하여 청중들과 논의할 까닭이 없다. 따라서 

수사학적 연설의 결론이 될 수 있는 명제는 술어가 주어에 속할 수도 있고 속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명제일 것이고 이는 ＜표 4>에서 우연속성(2)로 분류된 

바 있다.

다른 한편, 수사학적 추론에서 전제로 사용되는 명제들의 경우에는 어떨

까? 이 경우, 필연적으로 참인 명제와 개연적으로 참인 명제가 모두 전제로 

사용된다. 다만, 필연적으로 참인 명제가 수사학에서 전제로 사용되는 경우

는 매우 드물고 대부분은 개연적인 명제가 전제로 사용된다(수사학I 2, 

1357a9-10). 연설가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대중의 설득에 있지, 진리의 추구

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참인 명제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 연설가에

게는 쓰디쓴 진실보다 달콤한 거짓말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연설

가가 매번 거짓말만 하는 것은 아니다. 연설가도 설득에 도움이 되기만 한다

면 참된 전제를 마다할 이유는 없다. 만약 연설가가 필연적으로 참인 명제도 

전제로 사용할 수 있다면, 결론의 경우와는 다르게, 수사학의 전제들은 우연

속성(2)에 그 범위가 제한되지 않을 것이다. 필연적으로 참인 명제에는 정의

나 고유속성 그리고 유에 해당하는 술어를 가진 명제들이 포함될 것이기 때

문이다. 물론 연설가는 연설 속에서 술어가 주어에 어떤 방식으로 속하는가

를 따지거나 설교하려 들지는 않을 것이다. 연설에서 중요한 것은 ‘S가 P이

다’라는 점을 설득하는 것이지 ‘S가 어떤 방식으로 P를 술어로서 받아들이는

가’하는 학문적 탐구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니까. 요컨대, 수사학적 추론에서 

사용되는 명제의 경우에는 첫째, 술어가 주어에 대해서 정의나 고유속성 그

리고 유와 같이 확정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둘째, 연설가든 청중이든 술어가 주어에 어떤 방식으로 속하는가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은 채 단지 술어가 주어에 속하는지 여부에만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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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셋째, 따라서 발화되는 전제 속에는 술어가 주어에 속하는 방식에 대한 

어떠한 표시도 들어있지 않다. 그리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술어가능어

는 우연속성(3)이었다. 

이렇게 해서 수사학에서 사용되는 명제들이 변증론의 술어가능어 분류 
상 우연속성에 해당하는 명제들임을 확인해보았다. 수사학의 명제들은 결론

의 경우에는 술어에 속할 수도 있고, 속하지 않을 수도 있는 우연속성(2), 전

제의 경우에는 나머지 술어가능어로의 분화 가능성이 열려있는 우연속성(3)

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마치 수사학에서 토포스를 취급할 때처
럼, 우연속성을 취급하는 변증론II권에서 술어가 주어와 맺는 관계를 지
시하지 않는 우연속성(3)형태의 명제가 등장하고15), A와 B 가운데 어떤 것

이 더욱 선택할만한 것인가에 관한 토포스가 취급되는 것도 이해가 가는 일

이다.(수사학III 7, 1363b5 이하.) 또, 수사학II권 23장에서 소개되는 공

통 토포스 가운데 처음 세 가지(반대 ․굴절 ․상관관계의 토포스)를 우연속성

을 다루는 변증론II권에서 찾을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변증론II 
112b27; 114a14; 114a27 이하).

수사학에서 사용되는 명제와 그것들을 바탕으로 추론을 구성하는 수
사학의 토포스도 변증론과 마찬가지로 모두 실체와 속성의 이원적 구분
에 바탕을 둔 범주이론의 바탕을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수사학의 
명제는 술어가능어의 우연속성에 해당하는 술어를 배타적으로 활용하는데, 

이는 실체와 속성의 범주 가운데 속성의 범주에서 작동하는 것이고16) 이는 
수사학의 토포스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기 때문이다. 수사학의 토포스 체
계가 이처럼 우연속성의 범위에 한하여 작용한다면, 변증론의 토포스 체

15)주어(A)가 술어(B)하다면, 주어의 반대는 술어의 반대여야 한다. 즉, 선함(A)이 좋
다(B)면, 악함(A의 반대)은 나쁘다(B의 반대)(변증론II, 114b6 이하 ).

16) 수사학의 명제와 그러한 명제들로 구성되는 토포스들이 실체 범주를 취급한다
면, 수사학은 필연성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므로, 이 점은 개연적 추론을 
허용하는 수사학의 본성 상 당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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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와 마찬가지로 실체와 속성의 구도에 입각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범주론
실체

속성
양 질 관계장소시간상태소유능동수동

변증론
정의

horismos

고유속성
idion

유
genos

우연속성
sumbebēkos 수사학

＜표 6＞

IV. 나가는 말

이 글은 변증론과 수사학의 토포스 분류 체계를 범주이론과 술어가
능어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한편으로 변증론은 명제를 구성하는 네 가
지 유형의 술어가능어를 기준으로 토포스를 분류하고 있는데, 네 종류의 술

어가능어는 각기 둘씩 짝지어 실체와 속성에 대응하고 있었다. 다른 한편, 

수사학은 비록 명제나 술어의 유형을 표면적인 분류 기준으로 제시하지는 
않지만, 그 속에서 사용하는 명제와 토포스가 네 가지 술어가능어 가운데 우

연속성으로 수렴되고 있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변증론과 수사학이 쉴로기스모스에 관한 분석론
이전의 불안정한 이론을 담고 있다는 평가는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통념

의 사용과 추론의 개연성은 변증론과 수사학이 취급하는 문제의 성질
을 감안한 결과이지 분석론보다 덜 성숙해서가 아니다. 변증론과 수
사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론을 충실하게 따르는 가운데 각자의 고유
한 영역에서 독자적인 체계를 따라 실천적인 목적을 달성하는데 충분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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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안된 독립적이고 완결된 체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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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the academic areas of the two works in light of the topos 

classification method of Topics and Rhetoric

- Focusing on category theory and predicables -

Ahn, Sangwook 

(Institute of Humanities Seoul National Univ.)

By re-examining Aristotle's topos classification of Topics and Rhetoric by 

his category theory and predicate, this article argues that both works are based 

in common on Aristotle's category theory and they operate with their own 

system in a unique area distinguished from Analytics and have completeness 

in themselves. Topics and Rhetoric commonly emphasize topos in the design 

of arguments, which deal with them under the composition of category theory 

based on the premise of substance and property. Topics classifies topoi 

according to four types of predicables divided according to the relationship 

between predicate and subject. - Horismos / Idion / Genus / Sumbebekos - 

Here, horismos ․ genos correspond to substance, and idion ․ sumbebekos 

correspond to property. On the other hand, Rhetoric classifies topoi according 

to the scope of use,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rhetorical reasoning 

described there, topoi of Rhetoric converge to be about sumbebekos. While 

Topics deals with the entire problem of four predicables evenly extending in 

substance and property, Rhetoric focuses on the problem of sumbebekos. This 

supports that the two works are designed based on the ontology of substance 

and property and are designed to effectively discover ways to argue in 



discussions and speeches. Topics and Rhetoric are not incomplete Analytics. 

The use of endoxa and the probability of reasoning are not because the 

reasoning of Topics and Rhetoric is incomplete, but because they take into 

account the nature of the problems they deal with. Topics and Rhetoric are 

independent and complete systems designed to be sufficient to achieve 

practical purposes in their own areas, following their own systems, faithfully 

following Aristotle's on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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孔子의 仁義禮에 대한 修辭的 표현 분석을 통한 道의 
내용과 형식의 관계 試探*

- 논어와 예기를 중심으로 -
17)

안성재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문요약]

공자에 의하면 ‘도’에는 내용과 형식이 존재하는데, 어짊(仁)과 의로움(義)은 

‘도’의 내용이 되고, 예(禮)는 ‘도’의 형식이 된다. 특히 ‘도’는 반드시 강함과 부드

러움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갖춰야 하므로, 어짊(仁)은 부드러움을 

그리고 의로움(義)은 강함의 성격을 지닌다. 다시 말해서 지도자가 부드러움의 어

짊(仁)만 강조하면 백성들이 편하게 다가서지만 공경하지는 않는 반면, 지도자가 

강함의 의로움(義)만 강조하면 백성들이 어려워하여 공경하지만 편하게 다가서지

는 않는다. 즉 강함과 부드러움을 조화롭게 하는 것이 참된 리더십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도’의 형식 역시 강함의 예(禮)와 부드러움의 음악(樂)1)이 공존해야 한다. 

물론 ‘도’의 구성요소에는 이 네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 태양 달 구름 바람 

비 나무 흙 바다 강 풀 등 자연(自然)과 사람 동물 식물 등의 생명체가 따로 놀지 않

고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룬 것이 지구이듯이, ‘도’ 역시 변치 않음(常) 덕(德) 중(中) 

조화로움(和) 어짊(仁) 의로움(義) 예(禮) 음악(樂) 자애로움(慈) 검소함(儉) 겸손함

(謙) 지혜로움(知) 신뢰(信) 올곧음(直) 용감함(勇) 강직함(剛) 등 다양한 구성요소

들이 존재한다. 이처럼 다양한 요소들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되어 상호작용 하는 

것이 바로 ‘도’이다. 따라서 공자는 ‘도’의 구성요소들은 따로 행해서는 안 되고, 반

*본 논문은 2021년도 인천국립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작성되었음.

1) 여기서는 내용상 전개의 흐름과 논문 분량 관계로 음악(樂)에 대한 부분은 생략했
음을 밝혀둔다. 이와 관련해서는 안성재(2016)을 참고할 수 있다.

수사학 제43집
2022년 4월 30일 57-82쪽
DOI: https://doi.org/10.31325/KJR.2022.4.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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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시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부단히 강조하고 있다. 

1. 들어가는 말

국립 국어원 국어사전은 修辭(수사)의 의미에 대해서, ‘글을 다듬고 꾸

며서, 보다 아름답고 정연하게 하는 일. 또는 그런 기술.’이라고 정의하고 있

다. 그런데 국어사전의 풀이를 근거로 하여 다음의 논어구절을 보면, 공자

는 ‘수사’라는 개념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것처럼 보인다.

5-41): 어떤 사람이 말했다. “옹은 어질지만 말재주가 없습니다.” 공

자가 말씀하셨다. “말재주를 어디에다 쓰겠는가? 사람을 대함에 말솜

씨로 하면자주 사람에게 미움을 사니, 그가 어진 지는 모르겠지만 말재

주를 어디에다 쓰겠는가?” 或曰: “雍也, 仁⽽不佞.” 子曰: “焉用佞? 禦
人以口給, 屢憎於人, 不知其仁, 焉用佞?” (안성재 2022)

더욱 흥미로운 것은 지금까지 전해지는 전적 중에서, ‘수사’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사용한 인물은 다름 아닌 공자라는 사실이다.

군자는 종일 의지하지 않아서, 저녁에도 두려워하니, 위태로워도 재

앙이 없다. 君子終日乾乾, ⼣惕若, 厲無咎. 李学勤3(1999)

주역의 풀이서라고 할 수 있는 <文言傳(문언전)>에서, 공자는 이 구절

에 대해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1)본 논문에 나오는 논어의 章-節(장-절) 표시는 군자 프로젝트(안성재 2022)를 
기준으로 한 것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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九三爻(구삼효)에 이르기를: “군자는 종일 의지하지 않고, 저녁에도 

두려워 하니, 위태로워도 재앙이 없다.” 이는 어떤 것을 이르는가? 공자

가 이르시기를: “군자는 덕에 정진하고 공적을 쌓아서 한쪽으로 치우치

지 않고 믿음을 주기에, 그러므로 덕에 정진하게 되고; 말을 닦아서 그 

성실함을 세우기에, 그러므로 공적에 머무르게 된다. 힘쓰는 것을 알아

서 그것에 힘쓰니, 가히 쫓아서 살필 수 있고; 이루는 것을 알아서 그것

을 이루니, 가히 쫓아서 의로움을 보존할 수 있다. 이러한 고로 윗자리

에 처해도 교만하지 않고, 아랫자리에 있어도 근심하지 않는다. 고로 의

지하지 않고, 그 때를 맞춤에 말미암아 두려워하니, 비록 위태롭더라도 

재앙이 없는 것이다.” 九三: 君子終日乾乾, ⼣惕若, 厲無咎. 何謂也? 

子曰: “君子進德修業忠信, 所以進德也; 修辭⽴其誠, 所以居業也. 

知至至之, 可與幾也; 知終終之; 可與存義也. 是故居上位⽽不驕, 在
下位⽽不憂. 故乾乾, 因其時⽽惕, 雖危無咎矣.” 李学勤3(1999)

바로 여기서 최초로 ‘修辭(수사)’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하는데, ‘修辭立其

誠, 所以居業也.(수사입기성, 소이거업야.)’가 그것이다. 이제 여기서 이 구

절의 뜻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漢字(한자) 네 개의 의미를 개략적으로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안성재, 홍설영 2019, 121:3-137:8). 첫째, ‘닦을 수(修)’는 헝

클어진 털들을 곱게 빗어서 단정하게 정리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둘째, ‘말씀 

사(辭)’는 죽을 죄를 다스리는 발언. 즉 법정에서 공정하게 죄를 판결하는 판

결문이라는 뜻이다. 셋째, ‘설 립(立)’는 땅(맨 밑의 ‘一’) 위에 산(人)보다 더 

높은(맨 위의 ‘一’) 커다란 것(大)이 우뚝 서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설 립(立)’은 단순히 서 있다는 뜻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다.’라는 

의미로 풀이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성 성(誠)’이란 ‘말씀 언(言)’

을 ‘이룰 성(成)’ 즉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루는 것으로, 이는 바로 ‘믿을 신(信)’ 

즉 ‘사람(人)’이 ‘말한 것(言)’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자 신뢰라는 의미와 서로 

통한다. 그러므로 “修辭立其誠, 所以居業也.(수사입기성, 소이거업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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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중죄를 판결할 때 판결 이유를 소상히 밝히는 것처럼 복잡하고 난

해한 ‘도’를 쉽게 잘 풀어서 설명함으로써 사람들이 ‘도’가 무엇인지 이해하

고 나아가 실천하도록 하므로, 이에 사람들이 ‘도’를 따라서 나라를 다스림

으로써 공로를 세울 수 있게 된다.”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간략하게 말

해서, 공자에게 있어서 수사(修辭)는 오늘날의 사전적 의미와는 별개로, 복

잡하고 난해한 ‘도’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정리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주변에서 ‘도를 닦는다.’ 또는 ‘덕을 쌓는다.’라는 표현을 접한

다. 그런데 ‘도’는 무엇이고, 또 ‘덕’은 무엇인가? 바로 이처럼 난해한 형이상

학적 추상명사의 개념을 쉽게 풀이함으로써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 ‘수사’이다. 그래야 사람들이 이후 ‘도’와 ‘덕’을 실천하는 것을 기대

할 수 있지 않은가? 마치 ‘사랑’이 뭔지 알아야, 비로소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이처럼 수사(修辭)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올바른 도리를 명확

하게 설명하여 이해시키는 즉 이론을 이해하기 쉽게 풀이하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나아가 그 이론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게끔 하는 이른바 실천적 강령

으로서의 성격을(안성재 2021, 106:27-107:2) 지닌다. 다시 말해서 수사는 이

론을 풀이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이론과 실천을 연결하는 중간 매개

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면 이론을 실천으로 옮기지 못

하면 이론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안성재 2021, 107:3-107:4)인데, 이러

한 실천의 중요성은 다음에서도 강조한 바 있다.

부열이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아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

니라, 행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임금께서 정성껏 하여 어렵다고 여

기지 않으시면, 능히 선왕이 이루신 덕을 따를 것이니, 저 부열이 말씀

드리지 않는다면 (저에게) 허물이 있는 것입니다.” 說拜稽⾸曰: “非知
之艱, ⾏之惟艱, 王忱不艱, 允恊于先王成德, 惟說不⾔有厥咎。”   尙
書(상서)<說命(열명)> 李学勤2(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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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논어와 예기를 중심으로, ‘도’의 내용과 형식에는 각각 어떤 구

성요소들이 있고, 그 개념들은 또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2. 본론

1-12: 유자가 말씀하셨다. “예(禮)를 행하는 것은 조화로움(和)을 위

해서이다. 상고시대 태평성대를 구가했던 선왕들의 통치이념인 ‘도’는 

바로 이 조화로움(和)을 최상의 것으로 여겼으니, 세상의 크고 작은 일

들은 바로 이 조화로움(和)으로 인해서 생겨난다. 하지만 진정한 조화

로움(和)이란 절도에 맞도록 조절하여 표현하는 것이니, 예(禮)로 모자

라거나 지나치지 않도록 절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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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여기서 유약은 예(禮)라는 것이 조화로움(和)을 최상의 가치로 여긴다고 

말하므로, 예(禮)는 조화로움(和) 보다 아래에 있는 하위개념이 된다. 그런데 

조화로움(和)은 반드시 예(禮)로 절제(節)해야 한다고 했으니, 예(禮)의 참다

운 가치는 지나쳐서 아첨이나 아부한다는 오해를 사거나 모자라서 무례하다

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절제하고 통제하는 것이 된다. 이 말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다음의 기록을 통해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희로애락의 감정이 드러나지 않은 것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

(中)이라고 하고, 그 감정들이 다 드러나지만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

고 모두 절도에 맞은 것을 조화로움(和)이라고 한다. 중(中)이라는 것은 

세상의 큰 근본이고, 조화로움(和)은 세상이 이미 ‘도’에 닿은 것이다. 

따라서 중(中)과 화(和)에 이르면, 천지가 자리를 잡고 만물이 자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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喜怒哀樂之未發, 謂之中, 發⽽皆中節, 謂之和。 中也者, 天下之大本
也, 和也者, 天下之達道也。 致中和, 天地位焉, 萬物育焉。 禮記(예

기)<中庸(중용)> 李学勤1(1999)

이 말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중(中)의 태도를 바

탕으로 하는 조화로움(和)을 실천해야 만이 ‘도’에 도달할 수 있다는 뜻이므

로, 중(中)과 조화로움(和)는 ‘도’의 구성요소가 된다. 그런데 조화로움(和)

은 예(禮)로 절제하고 통제해야 하므로, 예(禮) 역시 ‘도’의 구성요소이다. 반

면에 조화로움(和)은 희로애락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모두 드러

내 표출시키는 것이므로, 기쁨과 분노 그리고 슬픔과 즐거움이 각각 고유의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서로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룬다는(안성재 2018, 

20:11-20:13) 뜻이 된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년식 결혼식 장례

식과 제사를 뜻하는 관혼상제(冠婚喪祭)의 예(禮)가 되므로, 예(禮)는 화(和)

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즉 예(禮)라는 것은 ‘도’에 도달하기 위해서 

조화로움(和)을 통제하는 요소, 다시 말해서 ‘조화로움(和)을 위한 절제와 통

제’(안성재 2016, 45:1)가 되는 것이다.

〔그림 1〕

그렇다면 이러한 절제와 통제는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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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성년식 당일 너무 기쁜 나머지 절제하지 않고 축배를 들다가, 자칫 몸을 

상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부모상을 당했을 때 슬픔을 절제하지 못하면, 자칫 

부모님 장례식장에서 자기 장례를 치를 수도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런 것들이 

예(禮)에 어긋나는 행동이 된다. 

예(禮)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주례(周禮)인데, 주관(周官)으로도 불

리며 오늘날의 관제(官制)와 의식(儀式) 등 국가 행사를 뜻한다. 그리고 또 하

나는 의례(儀禮)인데, 이는 가정행사로서의 관혼상제에서의 예절을 뜻한다. 

그런데 사실 예(禮)는 조화로움(和) 뿐 아니라, 중(中)을 통제하는 조건이기

도 하다.

자공이 자리를 넘어가 물으셨다. “감히 묻습니다. 장차 무엇을 가지

고 이러한 중(中)을 행하는 것입니까?” 공자가 말씀하셨다. “예(禮)일

지니, 예(禮)로다! 무릇 예(禮)라는 것은 중(中)을 바로잡는 조건이 된

다.” 子貢越席⽽對曰: “敢問。 將何以爲此中者也?” 子曰: “禮乎, 禮! 

夫禮所以制中也。” 禮記(예기) <仲尼燕居(중니연거)> 李学勤1 

(1999)

 

이제 왜 예(禮)가 중(中)과 조화로움(和)을 위한 절제와 통제가 되는지 

11-15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는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과유불

급(過猶不及)이라는 성어가 바로 여기서 유래했다. 

11-15: 자공이 물으셨다. “자장과 자하 중에서, 누가 더 현명합니까?” 

공자가 말씀하셨다. “자하는 슬픔을 누르지 못해서 선왕의 예를 다하지 

못했으니 부족하고, 반면에 자장은 슬픔이 모자라서 선왕의 예를 다했

으니 지나치다.” 자공이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자장이 더 낫습니까?” 

그러자 공자가 말씀하셨다. “현명함이란 예(禮)로 이성과 감성을 조율

하여 중(中) 즉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이고도 공정함과, 양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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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두 아우르는 조화로움(和)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다. 예(禮)가 지나

치거나 예(禮)가 모자라면 둘 다 중(中)과 화(和)에 이르지 못하니, 결국

에는 같은 것이다.” 子貢問: “師與商也, 孰賢?” 子曰: “師也, 過; 商也, 

不及。” 曰: “然則師愈與?” 子曰: “過猶不及。”(안성재 2022)

이제 이 구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예기의 다음 구절을 
살펴보자.

자하가 상을 치르고 공자를 뵈었다. 공자가 그와 함께 거문고를 탔는

데 화답하기는 했지만 합치지 못했으니, 자하가 연주를 하기는 했지만 

공자의 화음과 어울려서 온전한 소리를 이루지는 못했다. 연주가 끝난 

후 자하가 일어나서 말씀하셨다. “슬픔을 아직 잊을 수 없어서 제대로 

연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선왕께서 예(禮)를 제정하신 것이라서, 감

히 어기지 못해서 겨우 연주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자장이 상을 치

르고 공자를 뵈었다. 공자가 그와 함께 거문고를 탔는데 화답하여 합쳐

졌으니, 자장이 연주를 하자 공자의 화음과 어울려서 온전한 소리를 이

뤘다. 연주가 끝난 후 자장이 일어나서 말씀하셨다. “선왕께서 예(禮)를 

제정하신 것이라서, 슬픔을 누르고 제대로 연주했습니다.” 子夏旣除喪
⽽⾒。 予之琴, 和之⽽不和, 彈之⽽不成聲。 作⽽曰: “哀未忘也。 先王
制禮⽽弗敢過也。” 子張旣除喪⽽⾒。 予之琴, 和之⽽和, 彈之⽽成聲。 
作⽽曰: “先王制禮不敢不至焉。” 禮記(예기)<檀弓上(단궁상)> 李
学勤1(1999)

자하는 슬픔이 지나쳐서 제대로 연주를 못했으므로, 예(禮)가 모자랐다. 

반면 자장은 슬픔이 모자라서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평상시처럼 연주를 

했으므로, 예(禮)가 지나쳤던 것이다. 즉 모자라지도 않고 또 지나치지도 않

아야 하는 ‘과유불급’의 대상은 바로 예(禮)인 것이다. 계속해서 논어의 다
음 구절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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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유자가 말씀하셨다. “의로운(義) 사람은 자신이 내뱉은 말을 반

드시 이행하므로 신뢰를 얻게 된다. 또한 예(禮)를 갖춘 사람은 절제하

여 지나치게 아부하거나 무례하지 않으므로 공손한 모습을 보인다. 이

처럼 의로움(義)과 예(禮)를 갖춘 인물은 믿을 수 있거니와 공손하게 되

므로,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 有子曰: “信近於義, ⾔可
復也。 恭近於禮, 遠恥辱也。 因不失其親, 亦可宗也。”(안성재 2022)

이제 이 구절을 좀 더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의로움(義)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보자. 

모가 나 있지만, 상처를 입히지 않는 것이 의로움(義)이다. 廉⽽不
劌, 義也。 禮記(예기)<聘義(빙의)> 李学勤1(1999)

모가 나 있다는 것은 매끄럽거나 부드럽지 않고, 뾰족하고 딱딱함을 뜻한

다. 따라서 의로움은 부드러움이 아닌 강함이 그 특징이 되는데, 자기나 타인

을 다치게 하는 해로운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따라서 나라에 근심이나 재난이 있을 때 임금이 사직에 목숨을 거는 

것을 의로움(義)이라고 한다. 대부가 종묘에 목숨을 거는 것을 변(變)이

라고 한다. 故國有患, 君死社稷, 謂之義。 大夫死宗廟, 謂之變。 禮記
(예기)<禮運(예운)> 李学勤1(1999)

이제 의로움(義)이란 옳은 일에 목숨을 거는 자세임을 알 수 있는데, 그렇

다면 무엇이 옳은 일일까?

무엇을 의로움(義)이라고 하는가? 아버지는 자애롭고(慈), 아들은 

효도하며(孝), 형은 자애롭고(良), 아우는 공경하며(悌), 남편은 합당한 

행동을 하고(義), 아내는 순응하며(聽), 어른은 은혜를 베풀고(惠),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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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따르며(順), 임금은 어질고(仁), 신하는 객관적이고 공정(忠)해야 

하니, 이 열 가지를 사람의 의로움(義)이라고 일컫는다. 何謂人義? 父
慈, 子孝, 兄良, 弟弟, 夫義, 婦聽, ⻑惠, 幼順, 君仁, 臣忠, ⼗者謂之人
義。 禮記(예기)<(禮運(예운)> 李学勤1(1999)

〔그림 2〕

이 말을 정리하면 의로움(義)에는 열 가지가 있는데, 이는 윗사람의 도리 

다섯 가지와 아랫사람의 도리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의로움(義)이라

는 것은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각자 처한 자리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를 

옳다고 여기고, 또 목숨을 걸고라도 지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열 가지 의

로움(義) 중에서 아랫사람의 다섯 가지 도리를 살펴보면, 이는 상관 나아가 

임금을 진심으로 섬기고 따르는 어짊(仁)과 같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왜 

그럴까?

왜냐면 열 가지 의로움(義) 중에서 아랫사람의 도리는 사실상 어짊(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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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이므로, 순수한 의로움(義)은 바로 윗사람의 도리가 된다. 

〔그림 3〕

특히 ‘의로울 의(義)’는 창끝에 뿔 달린 양 머리를 매달고 그 창을 쥐고 있

는 모습을 묘사한 문자인데, 여기서 ‘양 양(羊)’은 우리가 상상하는 하얀 털의 

순한 동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큰 뿔 양을 가리키는 것임에 유의해야 한다. 

즉 옛날의 지도자들은 큰 뿔 양의 머리를 창끝에 매달아 들고는 자기 자신과 

큰 뿔 양을 동일화함으로써, 본인 역시 큰 뿔 양처럼 무리를 잘 보호하는 지도

자임을 대외적으로 각인시켰던 것이다. 그렇다면 왜 어짊(仁)과 의로움(義)

을 분리하지 않고, 합쳐서 열 가지 의로움(十義)라고 한 것일까? 이제 다음 기

록을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다.

어짊(仁)이라는 것은 의로움(義)의 근본이고, 또 순응하는 방식이 된

다. 仁者, 義之本也, 順之體也。 禮記(예기)<禮運(예운)> 李学勤1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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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즉 의로움(義)은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어서 어짊(仁)을 근본으로 해서 공

존해야 하므로, 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특히 어짊(仁)은 의로움(義)

의 근본이 되므로, 어짊(仁)을 바탕으로 해야 만이 비로소 의로움(義) 역시 존

재할 수 있다. 마치 기초공사를 해야 만이 그 위에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것처

럼 말이다. 따라서 이제 왜 아랫사람의 도리인 어짊(仁)과 윗사람의 도리인 

의로움(義)을 합쳐서 열 가지라고 소개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

만 어짊(仁)과 의로움(義)은 성격이 다르다.

〔그림 5〕

어짊(仁)을 중시하는 이는 의로움(義)이 부족해지므로, 백성들이 그

를 가까이 하지만 공경하지는 않는다. 의로움(義)을 중시하는 이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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짊(仁)이 부족해지므로, 백성들이 그를 공경하지만 가까이하지는 않는

다.” 厚於仁者, 薄於義, 親⽽不尊; 厚於義者, 薄於仁, 尊⽽不親。    禮
記(예기)<表記(표기)> 李学勤1(1999)

앞에서 조화로움(和)을 실천해야 만이 ‘도’에 도달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도’는 반드시 강함과 부드러움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갖춰

야 한다. 다시 말해서 지도자가 부드러움의 어짊(仁)만 강조하면 백성들이 

편하게 다가서지만 공경하지는 않는 반면, 지도자가 강함의 의로움(義)만 강

조하면 백성들이 어려워하여 공경하지만 편하게 다가서지는 않는다. 즉 강

함과 부드러움을 조화롭게 하는 것이 참된 리더십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짊(仁)과 의로움(義) 그리고 예(禮)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도’와 ‘덕’ 그리고 어짊(仁)과 의로움(義)은 예(禮)가 아니면 완성시

킬 수 없다. 道德仁義, 非禮不成。 禮記(예기)<曲禮上(곡례상)> 李
学勤1(1999)

따라서 어짊(仁)과 의로움(義)의 도를 살피는 데는, 예(禮)가 그 근본

이 된다. 故君子欲觀仁義之道, 禮其本也。 禮記(예기) <禮器(예

기)> 李学勤1(1999)

 

의로움(義)의 이치는 예(禮)로서 채색하는 것이다. 근본이 없으면 확

고하게 설 수 없고, 채색함이 없으면 행할 수 없다. 義理, 禮之⽂也。 無
本不⽴, 無⽂不⾏。 禮記(예기)<禮器(예기)> 李学勤1(1999)

정리하면 어짊(仁)과 의로움(義) 그리고 예(禮)는 모두 ‘도’의 구성요소인

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도’에 이를 수 없다. 특히 마지막 구절에서

는 흰 도화지에 채색을 한다는 비유법을 써서, 흰 도화지는 본질이 되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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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인 반면 채색하는 것은 ‘도’의 형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어짊(仁)

과 의로움(義)은 ‘도’의 내용이 되고, 예(禮)는 ‘도’의 형식이 되는 것이다.

〔그림 6〕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개념들을 바탕으로 1-13의 뜻을 풀어보면, 다음과 

같이 서술할 수 있다. “‘도’는 태평성대를 이끈 통치자들의 통치이념이다. 의

로움(義)과 예(禮)는 도의 중요한 구성요소이고, 이를 행하게 되면 신뢰할 수 

있거니와 공손하게 되므로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즉 유약은 여기서 의

로움(義)과 예(禮)가 ‘도’의 구성요소임을 설명한 것인데, 물론 여기에는 의

로움(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어짊(仁)의 의미 역시 포함되어 있다고 봐

야 할 것이다. 

〔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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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도’는 내용과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의로

움(義 )은 도의 내용이 되는 반면, 예(禮)는 형식이 된다. 그렇다면 또 다른 

‘도’의 내용이자 의로움(義)의 근본이 되는 어짊(仁)은 과연 무엇일까? 이 문

제를 풀기 위해, 논어의 다음 구절을 살펴보자.

1-2: 유자가 말씀하셨다. “집안에서 부모에게 효도(孝)하고 집밖에

서 윗사람을 공경(悌)하는데도, 사회에 나아가 자신의 상관이나 임금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은 드물다. 자신의 상관이나 임금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상관이나 임금을 배신하여 반란을 일으키는 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군자는 근본이 되는 효도와 공경함에 힘쓰는데, 그 이유

는 근본인 효도와 공경함이 확립되어야 비로소 어짊(仁)이 완성되기 때

문이다. 즉 어짊(仁)은 상관과 임금을 진심으로 섬기고 따르는 것인데, 

그 기본이 되는 부모에 효도하고 윗사람을 공경함을 실천한 후에야 최

종 완성되는 것이다.” 有子曰: “其爲人也, 孝弟⽽好犯上者, 鮮矣。不
好犯上⽽好作亂者, 未之有也。 君子務本, 本⽴⽽道⽣。 孝弟也者, 其
爲仁之本與。”(안성재 2022)

유약의 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도표로 만들 수 있다. 

〔그림 8〕

그렇다면 공자는 유약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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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가 말씀하셨다. “효도함으로써 임금을 섬기고, 공경함으로써 어

른을 섬겨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자신이 윗사람의 뜻을 

어기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이다.” 子云: “孝以事君, 弟以
事⻑。 ⽰⺠不貳也。” 禮記(예기)<坊記(방기)> 李学勤1(1999)

따라서 유자의 말은 공자의 가치관과 일치하고 있는데, 부모님께 효도(孝)

하고 윗사람을 공경(悌)하는 것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자

신의 군주를 진심으로 섬기고 따름(仁)으로써 사회의 질서 체계를 공고히 하

는 바탕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논어에서 효도(孝)와 공경(悌)을 강

조한 이유는, 이 두 가지가 바로 어짊(仁)의 기초이자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

다. 즉 공자와 유약은 모두 집안에서 하는 효도(孝)에서 시작하여 마을 어른

들을 공경(悌)하는 과정을 통해서만이 비로소 넓은 사회에 나가 임금을 진심

으로 섬기고 따르는 어짊(仁)을 실천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마치 실개

천의 물이 강을 통해서 바다로 나아가듯이, 작은 데서 시작하여 점차 큰 것으

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이다. 

〔그림 9〕

그런데 어짊(仁)을 이해하고 나아가 실천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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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7-17: 공자가 말씀하셨다. “상관 나아가 임금을 기만하거나 아

첨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말과 진솔한 얼굴빛으로 대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그는 상관과 임금을 진심으로 섬기고 따르는 어진

(仁) 자가 아니다.” 子曰: “巧⾔令⾊, 鮮矣仁。”(안성재 2022)

〔그림 10〕

‘어질 인(仁)’은 ‘사람 인(人)’과 ‘위 상(上)’이 합쳐진 문자이다. 왼쪽의 

‘사람 인(人)’은 두 손을 모으고 공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람이라는 뜻이

고, 오른쪽의 ‘二’는 기준(밑의 一)보다 위(위의 -)에 있다는 뜻을 갖는다. 따

라서 윗사람에게 두 손을 모으고 공손한 자세를 보이는 것이 바로 어짊이 된

다. 그래서 앞서 禮記(예기)<禮運(예운)>편에서도 “어짊(仁)이라는 것은 

의로움(義)의 근본이자 순응하는 방식이 된다.”라고 하여, 어짊(仁)이란 순

응 즉 섬기고 따르는 태도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리고 나아가 공자는 1-3과 

17-17 두 군데에서, 진심으로 섬기고 따른다는 것이 사리사욕을 탐하여 상관 

나아가 임금에게 아첨하는 것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다. 

3. 나오면서

공자는 ‘도’의 내용과 형식이 공존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논어에서 다음
과 같이 표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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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공자가 말씀하셨다. “’도’의 형식인 예(禮)를 배우지만 ‘도’의 

내용이 되는 구성요소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내용 없이 형식만 존재하

므로 무의미하다. 반면에 ‘도’의 내용이 되는 구성요소들을 생각하지만 

‘도’의 형식인 예(禮)를 배우지 않으면, 한쪽으로 치우쳐 잘못된 행동을 

하므로 위태로워진다.” 子曰: “學⽽不思, 則罔; 思⽽不學, 則殆。”(안

성재 2022)

이는 맥락상 다음 구절과도 연결되므로, 여기서 함께 짚고 넘어가기로 하

자. 

15-31: 공자가 말씀하셨다. “내가 일찍이 온종일 먹지도 않고 밤새도

록 자지도 않으면서 ‘도’의 내용이 되는 구성요소들에 대해서 생각해봤

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으니, 반드시 ’도’의 형식인 예(禮)를 배

워서 병행해야 한다.” 子曰: “吾嘗終日不⻝, 終夜不寢以思, 無益, 不
如學也。”(안성재 2022)

본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예(禮)는 ‘도’의 형식으로서 조화(和)를 위해 절

제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두 구절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반

드시 17-8과 함께 살펴봐야 한다. 왜냐면 사실상 이 구절들은 모두 같은 뜻을 

지니고 있으므로. 즉 2-15와 15-31을 풀어서 자세히 설명한 게 17-8이라고 할 

수 있다. 

17-8: 공자가 말씀하셨다. “자로야, 너는 여섯 가지 말씀과 여섯 가지 

결점에 대해서 들었느냐?” 자로가 대답하셨다. “아직 듣지 못했습니

다.” 공자가 말씀하셨다. “자리를 잡고 앉아라. 내가 너에게 말해주마. 

임금을 진심으로 섬기고 따르려고(仁) 하지만 ‘도’의 형식인 예(禮)를 

배워서 절제하지 못하면, 공정하게 판단하지 못해서 그저 맹목적으로 

추종하게 된다. 지혜롭고자(知) 하지만 예(禮)를 배워서 절제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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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제멋대로 해석하여 행동에 거리낌이 없게 된다. 입으로 내뱉은 말은 

반드시 지키려고(信) 하지만 예(禮)를 배워서 절제하지 못하면, 그런 척

만 하게 되는 것이다. 올곧고자(直) 하지만 예(禮)를 배워서 절제하지 

못하면,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해야 하는데 오히려 타인

에게만 엄격하여 비방하게 된다. 용감해지고자(勇) 하지만 예(禮)를 배

워서 절제하지 못하면, 무도해져서 포악해진다. 마음이 굳세어 사사로

운 탐욕을 부리지 않으려고(剛) 하지만 예(禮)를 배워서 절제하지 못하

면, 방자해진다.” 子曰: “由也, ⼥聞六⾔六蔽矣乎?” 對曰: “未也。” 

“居。 吾語⼥。 好仁, 不好學, 其蔽也, 愚。 好知, 不好學, 其蔽也, 蕩。 好
信, 不好學, 其蔽也, 賊。 好直, 不好學, 其蔽也, 絞。 好勇, 不好學, 其蔽
也, 亂。 好剛, 不好學, 其蔽也, 狂。”(안성재 2022)

그런데 17-8의 분량이 방대하거니와 내용이 다소 복잡하므로, 그 내용을 

도표로 만들어서 일목요연하게 다음처럼 정리할 수 있다. 

도(道)의 
구성요소

호학(好學: 배우기를 좋아함)의 결
과

불호학(不好學: 배우기를 좋아
하지 않음)의 결과

어짊(仁) 임금을 진심으로 섬기고 따름
공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임금
을 맹목적으로 추종함

지혜로움(知)

솔선수범하여 백성들이 의로움
(義)을 행하도록 권하고, 조상을 공
경하되 그들의 초자연적인 힘에 의
탁하지 않는 객관적인 판단력

제멋대로 해석하여 행동에 거리
낌이 없게 됨

신뢰(信) 말을 하면 지키는 성실함 그런 척만 함

올곧음(直)
사사로운 정에 얽매이지 않고 공정
하게 판단함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해야 하는데 오히려 타인에
게만 엄격하여 비방하게 됨

용감함(勇)
義(의: 자기가 처한 서열에서 마땅
히 지켜야 할 바를 목숨 걸고 지키

무도해져 포악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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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내용이 되는 어짊(仁)과 의로움(義) 그리고 형식이 되는 예(禮) 이

외에도, 예(禮)의 딱딱함을 보완하는 부드러운 음악(樂)과 지혜로움(知) 신

뢰(信) 올곧음(直) 용감함(勇) 강직함(剛) 등 ‘도’의 또 다른 내용이 되는 다양

한 구성요소들로 이뤄진 추상적인 집합체이다. 

〔그림 12〕

그런데 ‘도’의 형식이 되는 예(禮)를 배우려고 하면서 내용이 되는 구성요

소들을 인지하여 실천하지 못하면, 결국 형식만 남게 되므로 무의미해 진다. 

반면 ‘도’의 내용이 되는 많은 구성요소들은 형식인 예(禮)로 절제하고 통제

해야, 비로소 온전한 모습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즉 내용과 형식

이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이는 음양학의 도리와도 마찬가지이다. 낮이 있으

면 밤이 있고, 더위가 있으면 추위가 있으며, 남성이 있으면 여성 역시 필요

하듯이 말이다.

는 것)를 몸으로 실천하는 것

강직함(剛)
마으미 굳세어 사사로운 탐욕을 부
리지 않음

방자해짐

〔그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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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특히 ‘도’의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객관성과 

공정함의 중(中)과 어느 하나도 버리지 않고 모두 함께 하는 조화로움의 화

(和)이므로, 공자가 이 두 구절을 통해서 하고자 한 말은 ‘도’의 내용과 형식

이 조화를 이뤄서 유기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폐단

을 낳는다는 뜻이(안성재 2015, 238:3-238:4) 된다. 그리고 17-8의 내용과 상

당히 비슷한 구절이 또 있다.  

8-2: 공자가 말씀하셨다. “공손하지만 무례하면 고달프고, 신중하지

만 무례하면 주눅이 들어 안절부절 못하며, 용감하지만 무례하면 포악

해지고, 올곧지만 무례하면 타인을 헐뜯게 된다.” 子曰: “恭⽽無禮, 則
勞; 愼⽽無禮, 則葸; 勇⽽無禮, 則亂; 直⽽無禮, 則絞。”(안성재 2022)

이 말은 ‘도’의 네 구성요소인 공손함(恭) 신중함(愼) 용감함(勇) 올곧음

(直)이라는 것은 조화로움(和)을 위해서 절제하고 통제하는 예(禮)를 갖추지 

못하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中)의 자세를 잃게 되어서 결국 ‘도’에 이

르지 못하는 폐단이 생기게 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도’의 내용이 되는 

위의 네 가지 요소들은 ‘도’의 형식인 예(禮)와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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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이제 17-8와 이 구절이 중복되는 부분을 비교하여 살펴보자.

17-8 8-2
용감해지고자(勇) 하지만 ‘도’의 형식인 예
(禮)를 배워서 절제하지 못하면, 무도해져서 
포악해진다.

용감하지만 무례하면 포악해진다.

올곧고자(直) 하지만 예(禮)를 배워서 절제하
지 못하면,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
대해야 하는데 오히려 타인에게만 엄격하여 
비방하게 된다.

올곧지만 무례하면 타인을 헐뜯게 
된다.

〔그림 15〕

즉 2-15와 17-8이 설명하고자 한 도리는 다름 아닌 ‘도’의 내용이 되는 구

성요소들은 ‘도’의 형식인 예(禮)(안성재 2015, 170:20)와 합쳐져야 비로소 

조화(和)를 이룰 수 있다는 뜻이 된다. 다시 말해서 공자는 예(禮)가 비록 ‘도’

의 형식이지만, 내용 못지않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도’는 물질이 아닌 추상명사로서, 현대어로 바꾸면 지도자가 걸어야 할 

길 즉 리더십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그리고 ‘도’는 마치 지구처럼, 수많은 구

성요소들로 이뤄져 있다. 하늘 태양 달 구름 바람 비 나무 흙 바다 강 풀 등 누

가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고 태고로부터 스스로 그렇게 존재해 온 자연(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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然), 그리고 그 위에서 활동하는 사람 동물 식물 등의 생명체가 그것이다. 그

리고 이 수많은 구성요소들이 따로 놀지 않고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룬 것이 

지구이듯이, 변치 않음(常) 덕(德) 중(中) 조화로움(和) 어짊(仁) 의로움(義) 

예(禮) 음악(樂) 자애로움(慈) 검소함(儉) 겸손함(謙) 지혜로움(知) 신뢰(信) 

올곧음(直) 용감함(勇) 강직함(剛) 등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되어 상호작

용 하는 것이 바로 ‘도’인 것이다. 따라서 공자는 이처럼 논어곳곳에서 
‘도’의 구성요소들은 따로 행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부단히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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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tent and form of 

“Dao(道)” through analysis of rhetorical expressions of 

“obedience(仁)” and “righteousness(義)” 

- Focusing on The Analects of Confucius and Book of Rites - 

Ahn, Sungjae

(Graduation school of Education, Incheon National Univ.) 

According to Confucius, there are contents and forms in “Dao(道)”, and 

“obedience(仁)” and “righteousness(義)” become the content of “Dao”, and 

“manners(禮)” becomes the form of “Dao”. In particular, "Dao" must be 

balanced without being biased toward either strongness or softness, so 

“obedience(仁)” has the character of softness and “righteousness(義)” has the 

character of strongness. In other words, if the leader only emphasizes 

“obedience(仁)” of softness, the people approach the leader comfortably, but 

they do not respect the leader. On the other hand, if a leader only emphasizes 

“righteousness(義)” of strongness, the people respect the leader, but they do 

not approach the leader comfortably. In other words, it is true leadership to 

harmonize strongness and softness. Therefore, the form of "Dao" must also 

coexist with “manners(禮)” of strongness and “music(樂) of softness. Of 

course, there are not only these four components of “Dao”. Just as the Earth is 

organically harmonized with nature such as sky, sun, moon, cloud, rain, trees, 

soil, river, grass, etc., and life such as human animals and plants without 

playing separately, there are also various components of “Dao” such as 



unchanging, virtue, harmony, obedience(仁), righteousness(義), manners(禮), 

music(樂), frugality, humility, wisdom, trust, and bravery. It is “Dao” that 

various elements do not separate but interact as one. Therefore, Confucius 

constantly emphasizes that the components of “Dao” should not be done 

separately, but must be harmonized. 

주제어:공자, 논어, 예기, 도의 형식, 도의 내용, 수사적 표현  

key Words: Confucius, The Analects of Confucius, Book of Rites, Form of Dao, 

and Contents of Dao, rhetorical expr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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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임 ․강항 「존심양성설」의 수사적 탐구

유이경 (성균관대학교)

[국문요약]

본고는 노경임 ․강항의 ｢존심양성설｣을 수사적 시각으로 그 문장의 구성과 어휘
배열, 표현 기교 등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는 조선의 전통적인 술이부작(述而不作)의 정신, 비유(比喩)와 대대(待對)의 

개념을 결합하여 유비(類比)로 전개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양한 허사

(虛詞)로 변화되는 문장, 이에 따라 변화되는 서술어 ․명사 등의 관계를 살펴 서술
자의 의도가 개입된 정황을 살폈다. 그 결과 본 텍스트 내용에 있는 본성과 마음의 

관계가 미발(未發) ․이발(已發), 체(體) ․용(用) 등으로 드러날 때 수사적 효과 작용

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이 연구는 설(說) 작품을 비롯하여 한문 산문에서 제대로 연구되지 않는 

여러 월과(月課)의 작품, 경전(經傳)의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을 수사학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반이 되고자 한다.

Ⅰ. 들어가면서

본고는 ‘존심양성(存心養性)’의 개념이 완결된 작품으로 남아 있는 노경임

과 강항의 작품을 수사적 측면에서 다루고자 한다. 이 개념은 조선 중기에서

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성리학이 중시하는 수기치인의 기본 이념이다. 그러

나 이 개념은 조선왕조실록이나 여러 편지글로 많이 남아 있지만, 노경임 ․
강항의 ｢존심양성설｣처럼 완결된 작품으로 남아 있는 경우는 몇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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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이 두 글은 월과(月課)나 과제(課製)로 제출되었다. 이를 허사(虛詞)를 

중심으로 한 구조, 명사 ․서술어를 중심으로 유비(類比) 관계로 분석하고자 

한다. 전통적으로 성인의 도를 전달하는데, 논어의 ‘술이부작(述而不作)’

(김혁제 교열 1976, 123; 안성재 2017, 5) 정신에 기반한다.1) 게다가 시전(詩

傳)에서 ‘비(比)’를 만물의 형상을 취하는 방식으로 언급하였고(영인본 

1984, 32), 주역에서 만물의 원리를 ‘대대(待對)’로 말하는데(영인본 1986, 

28; 성백효 2003, 45), 이 개념을 ‘유비’로 결합하여 살펴보려 한다. 

노경임(盧景任)(1569-1620)은 선조 24년(1591, 23세) 별시(別試)로 합격

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는 의병을 모아 활동했고, 이후 이십 대 교서

관을 거쳐 홍문관에서 일을 맡았다. 삼십 대 이후로는 영해 ․성주 등의 지역
에서 수령으로 지냈으며, 만년에는 선산 남쪽 모노촌에서 기거했다. 

노경임 관련 연구로는 박홍갑(2006)이 노경임 친족의 선산지역 정착과정

을, 장세호(2008)는 노경임의 학문과 사상을, 박인호(2016)는 임진왜란 때의 

의병 활동을, 김형수(2019)는 여헌학단(旅軒學團)의 활동을 다룬 바 있다. 

강항(姜沆)(1567-1618)은 여러 향시(鄕試)에 합격하였고, 선조 26년(1593, 

27세)에 전주에 주둔 해 있던 광해군이 시행한 정시에 합격하였다. 이후 교서

관, 성균관전적(成均館典籍), 공조좌랑(工曹佐郎), 형조 등에서 일하였다. 

정유재란이 선조 30년(1597)에 일어나 일본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후 고

향에서 은거하며 강학 활동을 하였다. 

1)술이부작은 논어｢술이｣1장 주희의 풀이를 보면, “술(述)은 옛것을 전할 뿐이며, 

작(作)은 처음 지어냄이다. 작은 성인이 아니면 능히 할 수 없으나 술은 현자도 미칠 
수 있다.(述傳舊而已, 作則創始也. 故作非聖人不能, 而述則賢者可及.)”라고 하였다
(김혁제 교열 1976, 123). 이러한 뜻은 논어｢술이｣20장, “공자는 괴력난신을 말
하지 않았다(子不語怪力亂神).”(김혁제 교열 1976, 136; 정요일 2009, 479-481 ․
533-534; 안성재 2017, 292)라는 말과 관계가 있다. 이로 인하여 조선 유학자들은 
도(道)와 문(文)의 관계를 ‘재도지문(載道之文) ․관도지문(貫道之文) ․도본문말(道
本文末)’ 등의 단어와 함께 ‘문(文)’에 대한 여러 관점을 드러내었다(한국사상사연
구회 2002, 41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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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항의 연구로는 김기빈(1985)이 애국사상과 문학세계를 다룬 데 이어 김

경옥(2010)이 생애와 저술활동을, 황의동(2009)이 당파 ․학파 ․가학에 따른 
진주 강문(姜門)의 내면적인 수양과 의리적 실천을 중심으로 연구했다. 일본 

포로 체험의 기록인 간양록에 대하여 하수신(2018) ․김미선(2015; 2020) ․
윤인선(2018)이 표현적 특징과 후대 평가를, 안동교(2021)가 필사본 판본을 

연구하기도 했다. 백맹수(2010) ․김선희(2009) 등은 일본 주자학과의 관계

를 하였다. 

한편 경학(經學)의 개념과 변화 추이에 관련된 중요한 연구들도 진행되었

다. 한국한문학회(2022)에서는 고전학의 당대성과 사유의 재구조화-경학 

연구의 경우-로 동계학술대회를 열었다. 이전부터 안대회(2009; 2018)는 

경학 관련 텍스트라 하더라도 그것이 당대 소통을 위한 학문과 글쓰기 방법

이었다는 측면을 중시하였다. 또 고전문학과 전근대의 역사 ․문화 ․철학을 
공통으로 다루는 학문 분야의 체계적 연구 시도 및 실제 텍스트 분석에 대하

여 여러 차례 언급하였다. 유민정(2019)은 경전의 수사학적 특징으로 어휘배

열 ․표현 기교 ․문장 구조를 연구하였다.2) 

이러한 연구성과에도 불구하고, 수사적인 측면에서 성리학의 핵심 개념

를 서술자의 어조와 허사 관계로 함께 분석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이에 본고

는 개별 작가의 개별 텍스트 연구에서 허사를 이용한 문장의 전환, 개념의 배

열을 유비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한편 ‘설(說)’이라는 한문 산문

문체는 여말선초에 주로 재야 ․원로 ․지방 학자들 중심으로 지인이나 후손
들에게 유용한 도리를 전달할 때 주로 사용하였다.3) 노경임과 강항의 ｢존
2)이황(1501-1570)의 맹자석의(孟子釋義)를 다룰 때 유민정(2019, 162-181)은 어
세 ․어법 ․어의 등 수사학적 요소를 논하면서 구체적인 실례로 접속사 ‘이(而)’, 금
지사 ‘물(勿)’, 부정사 ‘불(不)’ 등의 분석과 해석을 살펴보았다. 이로 인해 이황의 경
전해석을 수사학적 구도로 설명하였다.

3) ‘설’은 한문 산문 종류의 하나로서 문체, 작품, 장르 등으로 언급하는데 본고에서는 
‘문체’라 명명하였다(유협 1994, 233-244; 심경호 1998, 271; 박완식 2001; 양현승 
2001; 유이경 2003 ․ 2019; 이미진 2016; 그 외 소논문은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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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양성설｣은 ‘설(說)’이라는 한문 산문문체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월과(月

課)나 과제(課製)의 형태로 제출되었다. 이런 사실은 사회적으로 부상한 한

문 산문문체임을 알 수 있으며, 본고 분석의 의의가 있다.

Ⅱ. 구조분석

노경임과 강항의 ｢존심양성설｣에서 사용된 글자 수는 각각 325자 ․ 169자

이다. 작가의 언어와 사유를 결합한 여러 문맥으로 글을 배치하고 구조를 만

들었다. 노경임은 존심(存心)의 필요성, 마음의 미발(未發)과 이발(已發) 관

계, 존심의 요점으로서 경(敬), 존심양성의 중요성과 어려움이라는 내용으로 

글을 전개하였다. 강항은 성(性)과 심(心)의 관계, 성과 심의 중요성, 학문의 

도와 연결된 존심양성, 존양의 요체라는 내용으로 글을 전개하였다.4) 이에 

허사를 사용하여 문맥을 전환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허사 문법 서

적을 참고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5)

한문 산문의 문체는 서양의 언어 표현문제를 다루는 스타일(style)이라는 용어와 다
르다. 한문 산문의 문체는 갈래(분류)에 따라 11분류에서 127분류까지 다양하게 나
타나는데, 이러한 분류는 부문 ․양식 ․유형을 뜻하는 장르(genre)적 성격을 갖는다. 

‘설’도 그 분류 중 하나다.

4)존심양성의 개념은 맹자집주하 ｢진심장구｣상 1장, “자기의 마음을 다하는 사람
은 자기의 본성을 아니, 자기의 본성을 알면 하늘을 알게 된다. 자신의 마음을 보존
하여 본성을 기름은 하늘을 섬기는 방법이다. 孟子曰, 盡其心者, 知其性也, 知其性, 

則知天矣. 存其心, 養其性, 所以事天也(김혁제 교열 1983, 265~266)”에서 언급되었
다. 조선에 성리학 도서들이 16세기 이후 본격적으로 수용되면서 주자의 사서집주 
연구, 인간과 학문, 태극, 이기(理氣), 사단칠정, 인심도심 등의 논쟁을 전개한다. 이
언적의 ｢일강십목소(一綱十目疏)｣ ․ ｢진수팔규(進修八規)｣, 이황의 ｢성학십도｣, 이
이의 ｢성학집요｣등으로 임금에게 글을 전하면서 관료들은 국가와 사회에서 도의 
실현과 수양 실천을 강조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노경임과 강항의 글이 나타났다(유
이경 2019, 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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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사로 전환되는 문장

두 글의 주된 어휘는 대부분 사서 삼경의 글귀를 가져왔다. 어휘 중심으로 

글을 읽으면, 서술자의 의도를 놓치기 쉽다. 그러나 허사를 중심으로 살펴보

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드러난다. 

먼저 처음 문단을 살펴보자.

1-①사람이 태어날 적에 천지의 중(中)을 품부 받아 본성으로 삼

았습니다. 1-②애초부터 요순(堯舜)과 일반인의 구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태어나면서부터 이치를 아는 사람만이 자기 본성을 온

전히 할 수 있고, 일반인들은 기품에 얽매이거나 인욕에 가려져서 마

음이 그 바른 것을 잃어버려 본연의 성이 이에 없어집니다. 1-③만약 
그 본성을 회복하고자 하면, 존심(存心)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①
人之生也, 受天地之中以爲性. 1-②初無堯舜途人之別. 而惟生知者

能全其性, 衆人則不免爲氣稟所拘, 人欲所蔽, 心失其正, 而本然之性

於是乎喪矣. 1-③苟欲復其性, 非存其心不可.(번호 필자 이하 동일)

윗글 1-①의 “사람이 태어날 적에(人之生也)”에서 어조사 ‘지(之)’와 ‘야

(也)’는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단어의 어기(語氣)를 늦추었다. 

‘지’는 일반적으로 주어+서술어로 한 문장을 이룰 때 사용하는데, 이곳에서

5)허사는 실재적인 개념이나 구체적인 사물, 동작, 상태 등을 나타내는 실사(實詞)와 
구분된다. 그러므로 문장에서 실질적인 뜻을 전달하기보다는 단어의 결합방식에 
따라 수식, 정도(程度), 어기(語氣) 등을 조정해 주는 중요한 기능을 갖는다. 허사 문
법만을 다루더라도 상당한 양을 서술될 수 있다. 본고는 문단 전환과 어기를 중심으
로 살펴보기에 본 텍스트에서 나온 모든 허사를 다루기보다는 제한적으로 다룬다. 

허사 문법에 관한 각종 서적이 많이 있지만, 한문의 고전문법 서적을 참고하였다. 

그리고 허사는 종류에 따라 개사(介詞), 연사(連詞), 조사(助詞) 등으로 불리기도 하
는데, 허사로만 통용해서 사용하기로 한다(왕력 1976; 예지한 1981; 이영호 1987; 

이영호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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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장이 끝나지 않아 다음 문구와 연결되어야만 완결되게 하였다(예지한 

1981, 51). ‘야’도 종결어미로 쓰이지 않고 문장 중간에 사용하여 사실을 판

단하기 위한 구절임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글의 흐름을 더디게 하면서 ‘사람’

을 강조하였다(왕력 1976, 96). 이어지는 “천지지중(天地之中)”은 여러 경전

에서 다루는 개념인데 경전에 따라 의미가 미세하게 구별된다. 노경임은 인

간 ․세계 ․만물의 보편적인 원리로서 본성을 제시하였다.6) 서술어로 ‘받음

(受) ․삼다(以爲)’를 사용하여 사람은 선천적으로 “천지지중”이 부여한 본성

을 갖고 있음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노경임이 말하는 “천지

지중”은 ‘사람’이 받은, 선천적인 본성으로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

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문장 앞에는 ‘애초부터(初)’, ‘만약(苟)’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변화를 주

는데, 서술어와 연결해보면 그 의미가 두드러진다. 애초에 요순과 일반인이 

‘구별이 없(無-別)’지만, 현실에서는 차이가 있는 존재들이다. 그러나 ‘만약’

은 ‘하고자 함(欲)’이라는 서술어와 연결 하여 부정적인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의도를 보여주었다.

문장 1-②에서 역접의 허사 ‘이(而)’를 두어 “태어나면서 이치를 아는 사

람(生知者)”과 “일반인(衆人)”을 ‘온전히 할 수 있음(能全)’과 ‘얽매임(所

拘)’, ‘가려짐(所蔽)’이라는 존재의 구별되는 특성을 서술어로 표현하였다. 

게다가 “생지자(生知者)”의 가능성을 강조하기 위해 문장 중간에 ‘유(惟)’와 

‘자(者)’를 두었는데7) 문구의 판단을 돕게 하는 작용(왕력 1976, 38)으로 대

6)천지지중에 대하여 한마디로 규정 내리기 어렵지만, 자연현상의 측면이나 인간 도
덕과 관련 맺고 있는 것으로 본다(몽배원 2008, 44). 소학(성백효 1993, 252)에서
는 동작 ․예의 ․위의의 법칙으로 정해진 명(命)의 강조, 서전(書傳)(영인본 1989, 

305)에서는 인간의 화복(禍福)과 연결되었다. 중용에서 중요하게 다루지는 ‘중’

의 개념은 미발(未發)과 이발(已發)의 본성으로 인간 존재의 당위와 보편, 필연 등
의 원리를 제시하면서 사물과 인간의 근원에서 차별이 없음을 먼저 드러내었다(영
인본 1986, 7). 이처럼 경전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중”의 의미는 시대에 따라 해석
자들에 따라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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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를 두었다(왕력 1976, 63-65). 일반인에 대해서는 마음의 ‘잃어버림(失)’

과 본성의 ‘없어짐(喪)’에 대한 부정적인 서술어가 나열되어 있고, 문장 끝에 

‘의(矣)’를 두어 다음에 문장 1-③의 상황과 연결하게 했다. 

문장 1-③에서 가설적 상황을 제시하는 ‘만약(苟)’이라는 부사어는 ‘하고

자 함(欲)’의 지향을 ‘복(復)’ ‘존(存)’으로 대응하여 본성과 마음의 실천적인 

행위를 강조하였다. 

반면, 강항은 흔히 알고 있는 단어들을 서술하긴 하는데, 변화가 있다.

1-①하늘에서 내린 명(命)은 본성이요, 내면(中)의 주인은 마음입

니다. 1-②이 마음이 없다면 한 몸의 다스릴 수 없으며, 이 본성이 없으

면 만물의 영묘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1-①命於天爲性, 主於中爲

心. 1-②無是心則無以爲一身之宰, 無是性則無以爲萬物之靈矣.

천명(天命)은 일반적으로 중용첫머리에 나오는 “하늘이 명함을 일러 
성이라 한다(天命之謂性)”(영인본 1989, 7)라는 구절과 연결하여 언급한

다.8) 강항은 1-①의 문장에서 처음부터 “명(命)”을 강조하였다.9) ‘명’은 ‘시

7)노경임이 사용한 ‘유-자’의 형태는 경암집2권 ｢답이사강 병오(答李士剛 丙午)｣
(한국문집총간 74, 23)의 글에만 볼 수 있다. 이 글은 노경임이 1606년 임진왜란 후 
선산지역에 유향소와 향교를 세우기 위해 고을 어른들에게 글을 올렸는데, 이 과정
에서 마을 사람들의 비난과 갈등이 일어났다. 지인 이사강과의 관계에서도 서먹해
지게 되는데,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풀려고 하는 내용이다. 이 글에서 노경임이 이사
강에게 강력한 어조로 “오직 어진 사람만이 힘써야 할 것, 바로 이 네 글자에 있습니
다(惟賢所可勖者, 正在此四字)”라고 언급하였다.

8)천명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 왔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려움이 있
다. 일반적으로 중용첫 장의 구절인 ‘솔성지위도(率性之謂道), 수도지위교(修道
之謂敎)’의 어휘와 함께 우주 자연의 질서, 개체의 본질, 존재의 원리, 규범의 질서
가 포함된 보편적인 천리(天理)로 언급한다(한국사상연구회 2002, 222).

9) ‘명’과 ‘성’의 강조는 성리자의에서 발견된다. 이기(理氣)가 분리되지 않지만, 우
주와 자연계의 발육과 유행 과정이 ‘명’이기 때문에 기와 떨어져 존재할 수 없음을 



90 • 수사학 제43집 

키다(使)’의 뜻이 있다(허신 1982, 57). ‘령(令)’에서 파생된 것으로 신에게 

사람이 살아가는 의미를 물으며 기도할 때 신이 내리는 뜻의 의미를 담고 있

기도 하다(시라카와 시즈카 2005, 115). 이처럼 ‘하늘이 명함’이라는 표현은 

하늘을 중심에 놓고 인간의 본성을 말하였다(命於天爲性). ‘마음’도 인간의 

몸보다는 “내면(中)의 주인”임을 강조하였다. 

이어지는 문장 1-②에서는 단순 긍정적인 표현을 ‘-없으면, -할 수 없다(無

-則無以-)’라는 이중부정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에 강항 글의 특성이 드러난

다. 이중부정을 통해 마음과 본성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능’의 의

미를 강화하였다(예지한 1981, 218). 그리고, ‘마음’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동

시에 ‘한 몸의 다스림’이라는 면을 포괄하게 하였다. 동시에 보이지 않는 마

음과 본성에 대하여 글을 더디게 읽게 하는 효과와 인간 활동의 주체가 되고 

‘영묘한 존재(靈長)’라는 당위성을 강조하였다. 

서두에서부터 경서의 구절을 가져와 성리학 개념으로 본성과 마음을 서술

하더라도 이처럼 노경임과 강항의 표현 차이를 알 수 있다. 노경임은 ‘사람’

을 먼저 내세우면서 일반인의 극복 가능성으로 존심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반면 강항은 하늘이 내린 ‘명’으로서 본성과 마음의 관계를 강조하였다. 본

성은 만물과 구별되고, 마음은 몸과 구별되면서 마음에는 여러 면이 있음을 

드러냈다. 그것은 의식 ․사고 ․도덕심 ․감정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이어서 본성과 마음의 올바른 실천을 위한 존심과 양성의 관계가 드러나

는 두 번째 단락을 보자. 

2-①대개 마음은 활물(活物)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응대하는 것이 

강조하였다. 비록 ‘명’이 물질 생성의 원인으로서는 객관적인 필연성으로 같지만, 

사람과 사물,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다름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우연성이 개입하였
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 “성(性)이라는 글자는 생(生)과 심(心)이라는 글자가 합
하여 만들었다”고 하여 심성의 개념을 결합하였다(북계 2005, 35-48; 몽배원 2008, 

367-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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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하며, 출입하는 것이 일정한 때가 없어 그 향하는 바를 알 수 없

습니다. 반드시 이미 마음대로 나가버렸던 마음을 거두어 조심스럽

게 잡아 보존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고요히 움직이지 않

아 모든 이치가 다 갖추어지고, 느끼는 대로 마침내 통하여 온갖 사물

(事物)이 다 형통할 수 있습니다. 2-②방촌(方寸, 마음)이 발하기 전

에는 맑고 투명하지만, 이미 나온 뒤에는 좋고 나쁜 것에 벗어나기 어

렵습니다. 마치 거울에 사물이 비추지 않은 듯 물에 파도가 일어나지 

않은 듯 전체가 광대합니다. (마음이 발한 뒤에는) 거울에 사물이 비

춘 듯 물에 파도가 일어난 듯 큰 작용이 유행합니다. …… 2-③그런 
뒤에 임금은 격물치지하고, 성의정심하여 평천하의 교화를 이룩할 

수 있고, 사인(士人)은 격물치지하고 성의정심하여 계왕개래(繼往開

來)의 공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 그 마음을 보존하지 않고서도 

이러한 본성을 잘 기를 수 있는 경우는 아직 없었습니다. 2-①蓋心是
活物. 日用之間, 酬應無窮, 出入無時, 莫之其鄕. 必也收其已放, 操而

存之. 寂然不動, 而萬理畢具, 感而遂通, 而品物咸亨. 2-②方寸澄澈於
未發之前, 姸媸難逃於已發之後. 如鏡未照, 如水未波, 而全體廣大. 如

鏡旣照, 如水旣波, 而大用流行. …… 2-③夫然後爲君者, 可以格致誠

正, 而致平治之化矣, 爲士者, 可以格致誠正, 而致繼開之功矣. …… 

未有不存其心而能養其性者也.

문장 첫머리에 ‘개(蓋)’를 사용했다. 이는 앞의 내용인 본성과 마음의 관계

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제목에서 밝힌 존심과 양성의 내용을 “활물”이라

는 측면에서 서술하고자 하였다(예지한 1981, 446). 앞서 보았던 일반인은 

행위 주체의 부정적 ․피동적 상태를 표현하고 있었지만, 이곳에서 반전의 효

과를 드러내었다. 마음이 활물이기에 ‘온갖 사물이 다 형통(品物咸亨)’할 수 

있는 긍정적인 가능성으로 변환시켰다.

2-③에서는 ‘부(夫)’의 사용으로 존심양성의 문제를 현실의 임금과 사인

의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과제를 나타내었다(왕력 1976, 103; 예지한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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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문장 끝에는 ‘의(矣)’를 사용하여 서술자가 말하고자 하는 사건이나 사

실이 필연이나 가능성으로 변화하는 동적인 면을 제시하며 새로운 상황을 

알리고자 하였다(왕력 1976, 103; 예지한 1981, 218). 허사 ‘부-의(夫-矣)’의 

사용으로 인해 앞 단락에서 제기한 문제와 다음에 올 내용이 이어지는(과접 

過接) 효과를 거두고 있다.10)

또 마음은 “방촌(方寸)”이라 할 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 마음에 공간을 점

하고 있는 사물처럼 표현하여 현실감을 주는 동시에 “거울 ․물”의 비유를 들

어 연상의 효과로 글의 내용을 전개한 특징이 있다. 그러나 마음은 “활물”이

어서 어디로든 갈 수 있으며,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상태를 ‘막(莫)’이라는 

허사를 사용하였다. 마음이 아직 드러나지 않는 상태를 ‘미(未)’로, 어떤 상

태로 진행되었음을 ‘기(己) ․기(旣)’로 사용하여 의미를 비교하여 서술하였

다. 존심과 양성의 중요성과 꼭 필요함을 부정어로 사용하여 문단을 맺었다

(未有不存其心而能養其性者也). 그 과정에서 ‘마음의 거둠(收其已放)’과 

‘잡아 보존함(操而存之)’을 강조하였다. 

강항은 “존양”을 마음의 “조존(操存)”과 본성의 “함양(涵養)”으로 풀어내

는데, 이를 드러내기 위하여 허사와 서술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

보겠다. 

그러나 마음은 곧 활물이니, 위태롭게 움직여서 편안하기 어렵기

에 반드시 대비하여 잡아 보존한 후에야 두루 응대하고 곡진히 합당

하게 쓸 수 있으며 천군(天君)은 태연해져서 온몸이 명령을 따를 수 

있습니다. 본성은 곧 천리이며 미묘하여 보기 어렵기에 반드시 대비

하여 함양(涵養)한 이후에야 가히 의리가 정밀하여 인이 익숙해져서 

10)과접(過接)이라는 단어는 대학경 1장의 “수신이상(修身以上)”과 관련된 절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는 세주(細註)에 주자가 “격물치지” 단락과 연결하여 설명
하면서 “과접관자(過接關子)”라는 문구를 사용하였다. 교차하는 길의 관문과 같
고 관절을 이어주는 구실을 한다는 의미다(영인본 198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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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이 항상 쓰여 물욕(物欲)이 행해지지 않습니다. 然心卽活物也, 危

動而難安, 故必待操存而後, 乃可泛應曲當, 而天君泰然, 百體從令. 性

卽天理也, 微妙而難見, 故必待涵養而後, 乃可義精仁熟, 而德性常用, 

物欲不行.

이 글을 보면, 앞서 이중부정으로 강한 긍정을 표시했던 서술과 연결되어 

서두부터 ‘그러나(然)’라는 부정어를 두었다. 마음과 본성의 어려움을 제시

하고, 필연성을 강조하였다. 노경임은 ‘심시활물(心是活物)’이라 표현한 데 

반하여 강항은 ‘심즉활물(心卽活物)’로 표현하였다. ‘즉(卽)’은 노경임이 사

용한 ‘시(是)’의 뜻을 가지면서 동시에 부사로서 ‘곧, 바로-이다’로 해석된다

(예지한 1981; 297). 노경임은 존재하는 상태로, 강항은 다른 무엇이 아닌 사

실로 확정하는 투로 의미를 강화하였다. 

게다가 ‘위동이난안(危動而難安)’11)에서 ‘이(而)’를 첨가하여 행동이 이

뤄지고 있는 출발의 상태로 표현하였다. 뒤이어 인과임을 나타내는 ‘고(故)’, 

필연적인 ‘필(必)’, 허가의 ‘가(可)’ 등을 사용하여, 어구 하나하나가 글을 늘

어지게 하여 그 허사들이 주는 의미를 생각하도록  하는 효과를 보였다. 또 마

음을 “천군”, 즉 하늘나라의 임금처럼 의인화하여 인체에 속한 마음이 일상

생활과 국가 정치를 움직이는 데 쓰일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노경임과 강항

의 이런 차이점은 존심양성의 구체적인 실현 방도를 서술한 다음 단락에서

도 구별된다. 

비록 그렇지만, 존심에는 요점이 있는데, 그것은 경(敬)뿐이라 말

씀드립니다. 경이란 무엇인가요? 한마음을 주로 하여 다른 데로 흩어

짐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雖然, 存心有要, 曰敬而已, 敬者何? 主一

11)이 단어는 심경부주에서 인심을 말할 때 “위동난안”으로 주로 사용하는데, 도심
의 “미이난견(微而難見)”, 의리의 “정미난견(精微難見)”와 비교하였다(성백효 
2002, 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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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適.

노경임은 앞서 “자기 마음을 보존하지 않고서도 본성을 능히 기르는 자는 

아직 없습니다(未有不存其心而能養其性者也).”의 말을 이어 ‘비록 그렇지

만-뿐이다(雖然-而已)’를 사용하여 글의 변화를 주었다. 이는 주체자의 행위

를 규정적으로 제한하는 의도를 서술함과 동시에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주

된 내용을 짧은 물음과 답으로 전개하였다. 본성과 마음에 이어 또 다른 핵심

어인 “경(敬)”으로 전환하는데, 성인이나 현인이 되는 의지적 실천을 드러내

었다. 

대개 존심이 아니면, 본성을 기를 수 없으나 본성을 기른 자는 또 

존심하지 않을 수 없으니 학문의 도는 다른 것이 없고 존심양성일 뿐

입니다. 蓋非存心, 無以養性, 而養性者, 又不可以不存心, 學問之道無

他, 存心養性而已矣.

위 강항의 글을 보면, “대개”는 앞서 설명했던 ‘본성과 마음’ 부분을 ‘학문

의 도’라고 총괄하면서도 부정어 허사를 많이 사용하여 글의 흐름을 더디게 

하였다. 존심과 양성의 불가분 관계를 ‘다른 것이 없다(無他)’, ‘일 뿐이다(而

已矣)’로 나타내어 “학문의 도”에 집중하게 하였다. 노경임이 “경”을 드러내

고자 할 때 문답식을 사용한 방법과는 달리 여러 허사를 사용하여 그 의미를 

두드러지게 하였다. 이러한 사항은 다음 마지막 문단에서도 보인다.

 

아! 예부터 성현들께서 긴요하게 사람을 위해 말씀하신 것으로는 

이 네 글자(존심양성)처럼 절실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를 능히 실천하는 자가 드물어 마음을 잃고 본성을 없애 금수와 거

의 다름이 없는 것이 도도한 형세입니다. …… 신은 삼가 말씀드립니

다. 嗚呼! 從古聖賢喫緊爲人處, 莫有如此四字着切. 而人鮮能行之, 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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心滅性, 與禽獸不遠者滔滔. …… 臣勤說.

감탄사로 시작되는 노경임의 마지막 문단의 첫 부분이다. 여기에 사용한 

‘오호(嗚呼)’는 옛 성인과 금수 사이에 존재하는 인간이 ‘마음을 잃고 본성이 

없(喪心滅性)’는 부정적 상태를 표현하였다. 인용은 하지 않았지만, 연결된 

뒷 문장에서는 다시 감탄사를 사용하는데, 감탄사 ‘희(噫)’는 존심양성의 ‘어

려움(難)’을 표현하였다. 하지만, 허사보다는 ‘드물다(鮮)’, ‘잃다(喪)’, ‘없다

(滅)’, ‘금수’ 등이라는 실사를 사용하였다. 

반면, 다음에 제시된 강항의 마지막 단락을 보면, 부정어를 사용하지 않았

다.

그러므로 맹자가 말하였습니다. “그 마음을 보존하고 그 본성을 잘 

기르면 하늘을 섬길 수 있다.” 크도다! 존양이여! 보존하는 요체가 있

고, 양성하는 도가 있는 경우는 경이직내, 이의방외일 따름이다. 故孟

子曰, 存其心養其性, 所以事天也. 大哉! 存養乎. 存之有要, 養之有道, 

敬以直內, 義以方外而已矣.

마지막 구절에서 강항도 감탄사를 사용하지만, 노경임이 사용했던 안타

까움 대신에 “크도다!”라고 표현하였다. 서두에서 “하늘의 명”을 강조했던 

강항은 이 구절에서도 ‘맹자’가 전한 말과 연결하여 ‘하늘을 섬김(事天)’으

로 서술하였다. 이에 ‘보존하는 요체’과 ‘양성하는 도’리를 말하는 데 ‘경으

로 내면을 바르게 함(경이직내)’와 ‘의로 외면을 반듯하게 함(이의방외)’를 

강조하기 위하여 ‘-일 따름이다(而已矣)’라는 허사를 사용하였다(예지한 

1981, 193).

이처럼 같은 제목과 주제를 다룬 글일지라도 허사 사용에 따라 달리 전달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이 글은 성리학 개념을 전달하면서 글자를 4자씩 배

열하고 명사 ․서술어 ․부정어의 대우를 사용하여 의미를 중심에 두고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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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 있다. 다음에 논할 유비의 내용 전개에서도 볼 수 있다.

2. 구조의 열림과 맺음

노경임과 강항의 글에서 허사 사용에 따른 글 전개를 살펴보았다. 이 장에

서는 제목의 ‘존심양성’이 글 마지막 부분에 이르면 “존양”으로 압축하여 나

타내는 공통점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노경임은 “금수”라는 실사를 사용하여 

부정적인 현실에서 존양의 어려움을 드러내면서 ‘신근설(臣勤說)’로 글을 

끝맺음하였다. 강항은 글 전반에 흐르던 부정적인 허사들을 글 끝부분에서

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맹자의 “사천”을 중심에 놓고 “경이직내”과 “의이

방외”로 글을 맺는데 그 의미들을 살펴보려 한다.

노경임은 자신의 위치와 직분을 알고 있음을 글에 드러내는데, ‘군자’, ‘사

자’가 조선 사회에서 일방적인 군림 관계가 아니라 대등하게 상호보완적이

며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임을 드러낸다. 당시 이황(1501-1570)은 기대승

(1527-1572)과 사단칠정의 논쟁으로 사회 전반에 성리학의 철학 이념이 나

타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철학으로서 도학적 가치와 명분을 왕에게까지 

어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게 하였다. 특히 이황은 ｢진성학십도차 병도
｣를 통해 왕에게 ‘경’에 근거한 수신이나 성학(聖學) 공부를 강조하는 동시

에 신하의 정체성을 정립해 나간다.12) 이는 임진왜란 후에 국내외 변화하는 

정세에서 사림의 분화가 일어나면서 이전시대와는 다른 군신 관계의 변화를 

띠게 된다(한국역사연구회 17세기 정치사 연구반 2003, 18-20; 설석규 2009, 

180-181). 이러한 과정에서 노경임의 ‘군자’와 ‘사자’의 표현은 상호관계성

을 중시하였다. “격물치지” “성의 정심”이라는 공통 항목을 설정하면서도, 

그 교화와 공업에 대하여는 “평천하의 교화”와 “계왕개래”의 차별성을 두어 

12) “況人主一心, …… 則如山之崩, 如海之蕩, 誰得而禦之. 古之聖帝明王, 有憂於此. 

是以, 兢兢業業, 小心畏愼, 日復一日, 猶以爲未也, 立師傅之官, 列諫諍之職, 前有
疑後有丞, 左有輔右有弼.”(이황, ｢進聖學十圖箚 幷圖｣)(밑줄 필자. 이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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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한 특징이 있다. 

또 본문에서 대학 ․ 중용 ․ 맹자등에 나오는 글귀를 다채롭게 인용
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이 평소에 유가 경전의 단어를 잘 숙지하고 이해하고 

있음을 밝혔다. 한편 당시 사람들이 성인이라 일컫는 ‘공자 ․맹자 ․자사 ․정
자 ․주자’ 등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요순이라는 고유명사를 

쓰긴 하였지만, 본문 끝부분에 “예부터 성현들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긴

요한 곳(從古聖賢喫緊爲人處)”이라 표현하였다. 여기서 ‘낀긴위인처(喫緊

爲人處)’는 군자의 도에 있어 아주 중요하다고 표현한 어휘이다.13) 이처럼 

직접 성인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고성현(古聖賢)”으로 표현하여 존경의 

의미를 두드러지게 하였다.

노경임은 이처럼 신하의 직분으로서 성인들이 하신 말씀을 드러내고 존심

양성의 이치는, 현재 자신이 감당해야 할 과제임을 상투적인 ‘신근설’의 표

현하였다. 이를 통해 부정적인 현실을 드러내고, 존심양성의 이치와 실천에 

대하여 왕과 홍문관에서 일하는 여러 사람에게 공감을 얻기 위한 배열과 수

사적 표현임을 알 수 있다.14)

이에 반해 강항은 존심양성을 직접 언급했던 “맹자”를 내세웠다(김혁제 

교열 1983, 266). 이어서 강항은 주역｢곤괘｣의 육이(六二) 효사, 문언전에 

나오는 ‘경이직내’와 ‘의이방외’개념과 결합하였다(영인본 주역1986, 

13)이 단어는 중용12장 집주에서 “정자가 말씀하셨다. 이 일절은 자사께서 사람들
을 위해서 아주 긴요한 곳으로 생동감이 넘친다(程子曰, 此一節, 子思喫緊爲人處, 

活潑潑地).”라는 문장에서 나왔다. 이 문장은 “솔개의 낢(鳶飛)”과 “물고기의 뛰
놂(魚躍)”으로 본성 ․마음, 체 ․용, 도심 ․인심을 말하였다. 이러한 자사의 말을 정
자가 다시 주를 내어 설명한 부분이다(영인본 1989, 26). 

14)설득이 언어 행위를 토대로 하고 있음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과도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다. 대립, 낱말의 형태 유사, 조건의 상호관계 등 28가지 유형의 분류
와 모찌와 피베게의 연구를 바탕으로 텍스트의 유형 고리들을 분류하고 훌륭하게 
말하는 연설의 종류를 수사학으로 국내에서 이미 제시되어 연구하였다(이재원 
201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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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5) 이처럼 강항은 서두에서 하늘의 명을 언급한 어조를 끝까지 지탱하

여 ‘사천’과 ‘내면의 주인’인 인간의 행위를 강조한 특징이 있다. 

Ⅲ. 명사와 서술어의 유비 전개

유비는, 본고의 서론에서 그 근거를 제시하였는데, 유추와 같은 속성으로 

대상과 현상 사이의 공통적인 성질이나 관계를 이용해 내용을 전개하는 방

식이다. 노경임은 <표 1>과 같이 마음의 비유적인 표현으로 ‘거울’과 ‘물’을 

사용하였고, 대대의 논리로 이발과 기발에 대응되는 서술을 하였다. 강항은 

비유의 표현보다는 <표 2>와 같이 마음과 본성의 관계를 각각 ‘상태 ․선결 
조건 ․  효능’으로 대대의 수법을 갖는 서술을 하였다. 노경임의 텍스트에서

는 ‘사람’을 중심에 놓았고, 강항의 텍스트에서는 ‘하늘에서 내린 명’과 ‘내

면의 주인’이라는 본성과 마음의 관계를 중심에 둔 유비의 양상을 살펴보도

록 하겠다.

1. 사람의 다층적 표현

노경임은 서두에서부터 ‘사람’을 다양하게 표현하였다. 처음에는 “생지

자”와 “일반인”의 구별이 없는 긍정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글 끝부분에는 

사람들이 “마음을 잃고 본성을 없애 금수와 거의 다름이 없는 것”이라 하여 

부정적인 성격을 드러냈다. 이런 서술자의 의도를 살펴보기 위해 연결된 서

술어와 함께 살펴보겠다. 본고는 개념을 이해하는데 기초적인 방법론으로 
15)마음의 곧음과 겉으로 드러난 행동의 바름은 감탄사, “대재(大哉)”와 연결되어 

“직(直) ․방(方) ․대(大)”로 연결되어 있다. “곧음 ․바름 ․큼” 또한 곤괘의 육이 효
사에서 나오는 구절이다. 이는 땅의 도와 덕이 쌓여 결단코 외롭지 않게 된다는 효
능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냈다(영인본 주역1986,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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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해자주를 참고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1-③문장에서 “생지자”에는 서술어 ‘전(全)’을 사용하였다. ‘전’은 

사람들이 규구(規矩)를 가지고 있는 형상으로(허신 1982, 226), 사회 문화적

인 기술이나 인간의 관념적 변천에 따라 ‘순옥(純玉)’과 같은 완벽성을 중시

하는 개념으로 변화했다. 이 서술어를 통해 만물의 소리에 잘 듣고, 자신의 

성취나 통달을 위해 타인의 성취와 통달을 돕고, 타인의 상황을 고려하는 다

재다능한 ‘성(聖)’의 지향적인 의미를 드러내었다(허신 1982, 598). 

본문의 인용 부분에서는 없지만, 이어지는 전후 문장에서 ‘본성이 저절로 

길러짐(自至於養)’, ‘마음이 저절로 보존되고 본성이 저절로 길러질 수 있다

(心自存, 性自養)’라고 표현하여 자발적인 행위나 가능성을 드러냈다. 이러

한 자발적인 행위나 가능성을 “군자(君者)”와 “사자(士者)”라는 이들의 사회

적 역할을 표현하였다. 여기서 ‘군자(君子)’로 표기하지 않고 “군자(君者)”

로 표현한 이유는 있을까? ‘위군자(爲君者)’는 ‘임금이 된 자’로 사회관계를 

볼 때 신하와 대등적인 관계가 아니다. 그러나 노경임은 사회의 대등적인 성

격을 드러내기 위하여 ‘자(者)’를 사용하였다고 본다. ‘자(者)’의 대명사적 

역할(이영호 1995, 68)은, “생지자” 이외에도 ‘성자(性者)’, ‘경자(敬者)’, ‘불

매자(不昧者)’ 등에서 사용하였다. 모두 ‘-라는 것’으로 대상을 강조하면서

도 인간과 떨어질 수 없는 사람의 역할 태도와 연결되어 있음을 드러냈다. 

이에 반해 “일반인”을 표현할 때는 불완전함, 그 행위의 피동성과 부정적

인 상태에 있음을 ‘실(失)’, ‘상(喪)’의 서술어를 사용하였다. ‘실’은 ‘손에 가

지고 있던 것을 놓쳐버려 잃었다(허신 1982, 610)’는 의미를 지녔다. 이 의미

가 확장되어 ‘부득(不得)’의 다른 표현으로 쓰이기도 한다. ‘상’은 ‘잃어버리

다․죽다․숨는다․없어짐’이라는 뜻을 지녔다(허신 1982, 63). 

더 나아가 결론에 이르면, ‘멸(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글자는 

‘수(氵)’와 ‘멸(烕)’로 이뤄져 있다(허신 1982, 571). 여기서 ‘멸(烕)’은 ‘화

(火)’와 ‘술(戌)’로 이뤄져 있는데, ‘화’의 기운이 ‘술시(戌時, 약 19-21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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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없어져 버려(허신 1982, 490) ‘없어짐’이라는 뜻을 지닌다. 이로 인해 

‘마음을 잃고 본성이 없어진’ 상심멸성(喪心滅性)의 상태를 “금수”에 가깝

다고 표현하였다. 이런 부정적 상태의 일반인은 ‘한 마음을 주로 하여 다른 

데로 흩어짐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뜻인 주일무적(主一無適)인 경’의 실천을 

두드러지게 했고, 존양의 능동적인 지향과 계기를 더욱 분명하게 했다. 

강항의 경우에 사람에 대한 표현은 고유명사인 ‘맹자’로만 언급하였고, 그 

외 ‘자’를 사용한 부분은 셋째 단락에서 ‘양성자(養性者)’로 표현하였다. ‘존

심(자)(存心(者))’의 관계와 함께 다음에 이어지는 “학문의 도”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2. 존과 양의 변화

텍스트의 제목에 나와 있는 ‘존심양성’에 나타난 서술어 ‘존’과 ‘양’이 본

문에서 어떤 서술어로 변화되어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일반적으로 맹자와 중용에 ‘진기심(盡其心) ․진기성(盡其性)’ 또는 

‘진심 ․진성’으로 표현되어 있다.16) 그러나 노경임과 강항의 글에서는 ‘진

(盡)’이라는 서술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이유는 무엇일까?

글자의 초기 형태에서 ‘진’의 의미는 ‘남김이 없다’는 뜻으로 쓰였다(허신 

1982, 214). 노경임은 반인의 수행을 강조하기 ‘되돌아옴, 회복’의 뜻을 지닌 

16)이 단어를 쓰인 형태는 다음과 같다. 맹자집주하 ｢진심장구 상｣1장 1절, “맹자
가 말하였다. “그 마음을 다하는 사람은 본성을 알고, 본성을 알면 하늘을 안다. 孟
子曰,” 盡其心者, 知其性也, 知其性, 則知天矣.”(김혁제 교열 1983, 265); 중용
제 22장, “오직 천하에 지극히 성실한 분(성인)만이 그 본성을 다할 수 있다. 그 본
성을 다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의 본성을 다할 수 있게 하고, 다른 사람의 성을 다
할 수 있게 하면 만물의 본성을 다하게 할 수 있다면, 천지와 더불어 참여할 수 있
다. 惟天下至誠, 爲能盡其性, 能盡其性, 則能盡人之性, 能盡人之性, 則能盡物之性, 

能盡物之性, 則可以贊天地之化育, 可以贊天地之化育, 則可以與天地參矣.”(영인
본 1989,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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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復)’으로 서술하였다17)(허신 1982, 76). 이를 위해 ‘존기심(存其心)’이 

먼저다. ‘존(存)’의 단어는 ‘가엾게 여겨 위로하다, 살피다, 거둬들이다’의 뜻

으로 쓰이는데(허신 1982, 750), 앞서 나왔던 ‘실(失)’, 뒤에 나오는 ‘조(操)’

와 대응된다. 이를 통해 ‘복’으로 나아가게 하였다. 

이어지는 ‘양(養)’의 단어는 ‘공양(供養)’의 뜻을 지녔다(허신 1982, 222). 

거둬들인 마음과 본성을 ‘공양’하듯이 실천하는 방법이 ‘경의 주일무적’이

다. 이로 인해 ‘심자존(心自存)’, ‘성자양(性自養)’이라는 자발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일반인은 ‘상심멸성’의 금수 같은 존재일 수 있다. 

이로 인한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실천의 어려움을 ‘난(難)’으로 표현하였

다. 노경임은 일반인의 수행을 강조하면서 ‘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면서

도 여러 단계에 맞는 서술어를 배치하여 이상적 상황을 추구하고자 하였음

을 알 수 있다. 

강항의 글에서도 ‘진’이라는 글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다양한 부정어를 사

용하여 현실의 ‘어려움(難)’을 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존양의 의미를 “조

존(操存)”과 “함양(涵養)”으로 표현하여 보이지 않는 마음의 실천적인 행위

를 강조하였다. 

3. 본성과 마음의 다양한 변주

 

노경임과 강항은 “본성”과 “마음”에 대하여 다양한 어구로 표현하였다. 

이에 대한 글의 특징과 서술자의 어조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기로 하

겠다. 글의 특징을 보자면, 첫째, 노경임은 본성에 대하여 “천지지중”을 받아 

처음에는 여러 사람이 구별이 없다 하였다. 하지만 일반인은 기품과 인욕으

17)노경임이 수행의 의미로서 ‘복’을 강조하는 이유는 앞서 각주 5)에서 말한 ‘천명’

의 인식과도 연결되어 있다. 보편적인 천리와 인간의 도덕적 실천을 결합하여 나
타나는데, 주로 인성과 심성에 관한 연구로 사단칠정 ․인심도심 등에 관한 논변으
로 이어지며 조선 성리학의 근원적 기초가 된다(한국사상사연구회 2002,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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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막혀 마음의 바름을 잊어버리게 되고, 본성마저도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

에 존심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마음을 “활물”, “방촌”, “거울”, “물”로 표현하

여 글을 전개하였다. 강항은 본성과 마음의 관계를 모든 문단에 배치할 때 설

명적으로 풀이해 내는 특징이 있다. 

둘째, 맹자는 ‘잃어버린 마음(放心)’을 닭이나 개를 잃어버림으로 비유하

여 ‘학문의 도’로써 ‘구방심(求放心)’을 말한다(김혁제 교열 1983, 198). 노경

임은 활물인 마음은 안정되기 어려운 특성이 있기에 ‘붙잡고 보존하기(操而

存之)’ 위해 ‘반드시(必)-거둬들임(收)’을 부각하여 ‘필야수기이방(必也收其

已放)’이라 표현하였다. 강항은 마음을 “활물”로, 본성을 “천리”로 말하고, 

그 관계를 설명하면서 “학문의 도”로 “존심양성”과 연결하였다. 

다음에 보이는 이상과 같은 글의 특징으로 노경임은 마음의 “미발”과 “이

발”, “체용”의 관계를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비로 효능을 제시하였다. 

이를 “생지자”와 “일반인”의 관계에서 ‘군자’와 ‘사자’의 측면, ‘고성현’과 

‘신(臣)’의 입장에 따라 사회관계의 실천성을 드러내고 그 중심에 “경(敬)”을 

부각하기 위해 물음과 답 형식으로 글을 전개하였다. 

마음 유비 미발(未發) 이발(已發) 효능

활물 적연부동(寂然不動) 감이수통(感而遂通)
만리필구(萬理畢具)품물
함형(品物咸亨)

방촌 징철(澄澈) 연치난도(姸媸難逃)
전체광대(全體廣大)

대용유행(大用流行)
거울 미조(未照) 기조(旣照)

물 미파(未波) 기파(旣波)

<표 1 노경임의 마음 유비 관계>

마음은 원래 성인과 같아 신령스럽고 이치가 밝아 측량할 수조차 없다(김

혁제 교열 1976, 138). 이런 면을 부각하기보다는 “활물”로 제시하여 거두어 

붙잡고 보존해야 하는 면(김혁제 교열 1983, 186)을 강조하였다. 여러 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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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효능의 측면을 서술하면서 어느 시공간이든 항상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마음의 묘함은 미발 ․이발의 작용으로 나타낸다. 적연부동과 감이수

통은 주역｢계사상전｣의 논리다(영인본 1986, 590). 천하 만물의 이치와 

본성은 내 안에서 고요하여 보존함이요, 외물에 응할 때 감동하여 통함이지

만 내외의 구분 없이 일관되게 체용으로 나타난다(성백효 2003, 207; 성백효 

2002, 349). 이로 인하여  체가 드러나지 않고, 만물의 차이가 없는 ‘적연부

동’은 만물의 이치가 다 갖추어져 있는 ‘만리필구’의 효능으로 드러냈다. 이

는 ‘태극’의 논리가 만물에 합치된 ‘만리필구’(성백효 2003, 148)로 표현된

다. 그러므로 여러 사물과 사건을 만나면 ‘감이수통’하여 포용하고 너그러운 

덕목과도 같아 만물이 다 형통함이라는 ‘품물함형’으로 나타났다(영인본 

1986, 96). 이러한 서술로 노경임은 마음과 본성이 구별되지 않으며, 마음은 

원래 본성의 이치를 포함한 것임을 드러냈다.

이를 설득력 있게 표현하기 위해 마음을 “거울” ․ “물”로 비유하여 나타냈

다. 거울은 대상이 있으면 즉각적인 반응을 하고, 물은 바람의 강도와 시차를 

두고 반응하는 차이를 가진다. 이로 인하여 만물과 사건들에 나타나는 전체

의 이치는 이루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넓어 그 쓰임은 널리 퍼질 수 있

음 드러냈다. 그리하여 노경임은 “경”에 집중하여 성인과 현인으로 나아가

게 하는 목표를 강조하였다(성백효 2002, 352-353).

반면 강항은 마음과 본성의 유비 관계를 설명적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다

음과 같다. 

강항은 마음과 본성을 구분하여 서술하며, 경서에 나타난 어구를 거의 그

대로 사용하는 특징이 있다. 마음이 활물이어서 ‘위태롭게 동하여 편안하기 

어렵다(危動而難安)’라고 하여 인욕에 따라 생기는 본심을 잃는 상태를 제시

한다. 그리하여 ‘꼭 잡아 두면(操存)’, ‘널리 대응하고 세세히 들어맞음(泛應

曲當)’으로 ‘마음이 태연해져서 온몸이 명령을 따른다(而天君泰然, 百體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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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라고 하였다.18)

유비 상태 선결조건 효능

마음
위동이난안

(危動而難安)
조존(操存)

범응곡당(泛應曲當),

이천군태연, 백체종령
(而天君泰然, 百體從令)

본성
미묘이난견

(微妙而難見)
함양(涵養)

의정인숙(義精仁熟),

이덕성상용, 물욕불행
(而德性常用, 物欲不行)

<표 2 강항의 마음과 본성 유비관계>

이러한 마음과 본성 관계에 대하여 강항은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본성은 

다른 무엇이 아닌 ‘천리’이기 때문에 ‘미묘하여 보기 어렵다’라고 하여 “함

양”을 강조하고, ‘의리를 인식하는 지식이 정밀하고, 인을 행하는 실천이 익

숙함(義精仁熟)’으로 “물욕이 행해지지 못한다(而德性常用, 物欲不行)”고 

하였다.19) 이처럼 강항은 경전의 어구를 가져오면서 존심양성은 학문의 도

18)본문에서 강항이 사용한 경서의 어구는 다음과 같다. “위동난안”은 심경부주1
권 ｢인심도심장｣, “不止是危動難安. 大凡徇人欲, 自是危險(성백효 2002, 42)”. “조
존”은 맹자집주｢고자 상｣8장, “孔子曰, 操則存, 舍則亡, 出入無時, 莫知其鄕, 

惟心之謂與”(영인본 1983, 186). “범응곡당”은 논어집주｢이인｣15장 집주, “聖
人之心, 渾然一理而泛應曲當, 用各不同”(김혁제 교열 1976, 74). “천군태연, 백체
종령”은 심경부주4권 ｢심잠｣, “君子存誠, 克念克敬, 天君泰然, 百體從令(성백
효 2002, 363-364)”.

19)본문에서 강항이 사용한 경서 어구는 다음과 같다. “미묘이난견”은 중용｢중용
장구서｣, “是以或危殆而不安, 或微妙而難見耳(영인본 1989, 4)”. “함양”은 맹자
집주｢고자 상｣9장, “可以涵養氣質而薰陶德性(김혁제 교열 1983, 189)”. “의정
인숙”은 논어집주｢태백｣8장, “故學者之終, 所以至於義精仁熟, 而自和順於道
德者, 必於此而得之, 是學之成也(김혁제 교열 1976, 154)”. “이덕성상용, 물욕불
행”은 논어집주｢술이｣6장 집주, “德性常用, 而物欲不行(김혁제 교열 1976,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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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부각하여 서술하였고, 결론에 이르면 “경이직내”과 “의이방외”라는 구절

로 연결하였다. 

성과 심의 유비 관계는 경전의 어휘들을 가져오면서도 서술자에 따라 표

현하는 방법과 구조와 전달하고자 하는 뜻은 평소 서술자들의 생활과도 연

결된다. 노경임의 행장을 살펴보면, 평소 숙흥야매잠 ․ 중용 ․ 심경 ․
근사록 ․ 자경편등을 익히고, 태극 ․성명 ․일월 성신에 이르기까지 궁
리하고 탐색하여 뜻을 연구하는 자세를 가졌다.20) 강항의 행장을 보면, 절의 

지킴과 의리를 평생 강조하였21)다. 앞으로 그들의 삶 자체가 텍스트 작성시 

어떤 영향을 끼쳤고, 뜻을 전달하기 위해 어떤 수사를 구사했는지 확대하여 

살펴보려 하겠다.

Ⅳ. 탐구의 의의와 전망

노경임과 강항의 ｢존심양성설｣은 각각 홍문과 월과, 과제로써 쓰인 글로 

공론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에 교육을 통해 획득되고 전수되어야 할 경서의 

다양한 어휘를 가져왔다. 이 어휘들은 허사와 유비라는 수사적 옷을 입혀 완

결된 형태의 글로 남겼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존심 ․양성의 이 두 개념에 
공감하며 받아들이고 실천하도록 표현하였다. 

먼저 성리학 어휘의 확산은 대표적인 사례를 선조 원년(1568년) 경연에서 

20) 경암집5권 부록, ｢통훈대부홍문관교리지제교 겸 경연시독관 춘추관기주관 증
통정대부승정원도승지 지제교겸 경연참찬관춘추관수찬관 예문관직제학 상서원
정경암노공행장(이재)通訓大夫弘文館校理知製 敎兼 經筵侍讀官, 春秋館記注官, 

贈通政大夫承政院都承旨, 知製 敎兼 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 藝文館直提學，
尙瑞院正敬菴盧公行狀(李栽)｣

21) 수은집부록, ｢승의랑수형조좌랑수은강공행장(윤선거) 承義郞守刑曹佐郞睡
隱姜公行狀(尹舜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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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1501-1570)이 올린 ｢진성학십도차(進聖學十圖箚)｣로 볼 수 있다. 이는 

성군에게 ‘심(心) ․학(學) ․경(敬)’ 등의 개념을 수양과 치세에 대한 학문과 

정치의 근본원리를, 신하에게는 인간의 심성에 대한 심화 논의와 윤리적 실

천의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하였다. 국왕과 관료들 사이에서 17세기 후반-18

세기 초반에 성리학설 논란과 심성론의 논변 등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였

다(금장태 2001; 이동건 2014; 나민구 2021). 

이뿐만 아니라 당시 이황과 기대승(1527-1572) 간의 사단칠정 논쟁이 명

종 13년(1558)에서 시작되어 명종 21년(1566)까지 왕복 서찰로 진행되어 사

단칠정 ․이기 ․인심 ․도심 등의 의론이 퍼져 있었다. 또 선조실록기록을 
보면, 선조는 때때로 ‘존심양성’의 네 글자를 써서 옥당(玉堂)에 내리고 신하

들에게 글을 지어 바치게 하였다(선조 18년(1585) 2월 20일; 3월 ○○일; 선조

(수정실록) 18년(1585) 2월 1일 기사). 또 임진왜란 때 들어왔던 명나라의 요

동도지휘사(遼東都指揮使) 황응양(黃應暘)에게 ‘존심양성명도성신(存心養

性明道誠身)’이라는 글을 써 주기도 했다(선조 32년(1599) 3월 26일 기사). 

이처럼 오랜 세월 동안 사회 문화적, 정치적 보편 개념으로 전해져 왔음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기초적인 작업으로 본고에서 살

폈다. 

둘째, 본고는 월과나 과제 글을 연구하는 기초 방법으로 수사적 측면을 살

피는 것이 유용함을 보여주었다. 월과와 과제는 문치 국가인 조선의 기본적

인 문신 교육 방침의 하나였다. 그러므로 경국대전 ․ 대전회통등으로 법
제화되면서 조선 후기까지, 국가 관료 및 지방 관원들까지 문학적 소양으로 

직무역량 측면에서 강조되었다(서범종 2004, 151-152; 이연진 2020, 217- 

229). 동시에 개인의 글쓰기 형식과도 연결되는데 제도의 문체적 장르도 연

구할 필요가 있음을 드러내었다. 

셋째, ‘설(說)’이라는 한문문체는 경국대전이나 성균관 ․학당 ․향교의 
학령(學令)이나 강제(講製) 조항에 나타나지 않았다(유이경 2019, 13).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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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조선 성리학의 관심과 태도를 새롭게 볼 수 있는 객관적인 텍스트의 실

제 사례 분석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본고의 허사와 유비를 통한 수사적 분석은 중요하다고 본

다. 해석하지 않아도 될 단어인 허사는 문맥상의 의미나 문장 전환, 서술자의 

의도를 전달하는 효과를 가졌음을 보여주었다. 유비의 표현에서도 서술어, 

명사 등으로 나눠 살펴보았는데, 경전의 어휘배열과 표현 기교, 문장 구조의 

분석은 확대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후속 연구로는 이익(李瀷, 1681-1763)이 엮은 이자수어(李子粹語) 
탐독 후 조선에서 제기된 여러 성리학 개념을 다시 점검하고자 한다. 이를 바

탕으로 박문오(朴文五)(1835-1899)의 ｢존심양성설｣(한국문집총간 속140, 

521-522)을 ‘사천(事天) ․동정(動靜) ․실(實)’ 등의 의미와 연결하여 살펴볼 

계획이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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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hetorical Study of No gyung-im(盧景任) and Kang Hang(姜沆)’s 

the preserving the mind(存心) nourishing one's nature(養性) Sol(說)

Yu, Yikyong (Sungkyunkwan Univ.)

In this article, No gyung-im(盧景任) and Kang hang(姜沆)'s the preserving the 

mind(存心) nourishing one's nature(養性) Sol(說) is studied through a rhetorical 

method, focusing on the composition of sentences, vocabulary arrangement, and 

the expression skills.

Accordingly, process of developing into analogy(類比), which implies logic of 

metaphor(比喩) and Daedae(待對, complementary relationship)  is examined. 

Furturemore, context in which the descriptor's intention was involved is examined 

with relationship between descriptive and nouns that have changed according to 

sentences. In terms of contents, the relationship between nature and mind is acting 

as a rhetorical effect when it is revealed as stirring(已發) ․ not stirring(未發), Ti 

Yong(體用).

In the future, this study aims to serve as the basis for rhetorical treatment of 

various works of Chinese pr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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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렐만의 논증행위이론으로서의 신수사학에서 
학문이론적 성격*

23)

하병학 (가톨릭대학교)

[국문요약]

페렐만은 신수사학을 논증행위이론으로 규정한다. 이는 페렐만의 신수사학도 

일종의 ‘줄어든 수사학’임을 의미한다. 논증행위는 논거발견술과 로고스 중심이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그 이유로 페렐만의 신수사학이 학문이론적 성격을 지니고 있

음을 규명하기 위해 먼저 그의 법학, 논리학, 신수사학으로의 학문적 관심의 변화와 

그 의미를 다룬다. 페렐만은 법실증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가치판단의 논리학의 필

요성을 느끼고, 이를 위해 프레게의 수리논리학을 연구하였으나, 오히려 신수사학

을 개발해야 하는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획기적인 학문적 관심의 전환

은 연역적 공리체계의 한계에 대한 인식 덕분이다. 페렐만의 신수사학의 특성을 밝

히는 데 철학과 수사학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수사학의 철학” 

등의 용어는 신수사학의 특성을 드러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학문이론은 학문이란 

무엇인가를 다루는 분야이다. 전통적 학문이론은 지식의 객관성, 진리의 확실성, 

공리 체계를 중심으로 정적인 상태의 학문 이상을 지향한다. 반면, 페렐만의 논증행

위이론은 화자와 청자가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논증행위를 통해 인간성, 생활세

계, 이론과 실천 및 보편과 구체의 관계를 주목하는 동적 학문이론적 성격을 지녔

다. 이로써 페렐만은 인간의 문화, 제도, 미래에 책임을 지는 학문을 지향하였던 것

이다.

*이 논문은 2021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수사학 제43집
2022년 4월 30일 113-140쪽
DOI: https://doi.org/10.31325/KJR.2022.4.4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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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 제기

수사학은 수사학을 하나의 학문으로 안착시킨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설득

의 기예’로 정의되어 왔다. 이에 따라 수사학은 설득의 원리, 방법, 기술, 영역 

등 여러 방면에 대한 연구를 포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근대에 들어와 수사학

은 고전수사학의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표현술, 문채론에 중점을 두고 문학 

표현의 영역으로 들어가 소위 ‘줄어든 수사학’으로 축소되는 경향을 띠게 되

었다(박성창 2000, 149~162; Perelman 1980, 4~5). 현대에 들어와 1958년 

Ch. 페렐만은 L. 올브레히츠-티테카와 함께 신수사학. 논증행위에 대한 탐

구라는 걸출한 저서를 발표함으로써 수사학의 부활과 복권에 착수한다. 그

런데 문제는 그가 신수사학을 논증행위이론이라고 특징지었다는 점이다. 그

렇다면 그의 신수사학도 일종의 줄어든 수사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

면 논증행위는 고전수사학에서 말하는 연설가가 갖추어야 할 능력 다섯 가

지 중 그 첫 번째인 논거발견술(inventio)과 설득 수단의 세 가지 중 로고스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렐만의 신수사학을 현대수사학의 

시발점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편 그는 일반적으로 법학자, 철학자로 

소개된다는 점도 신수사학의 특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초가 된다. 그가 논

증행위이론으로서 신수사학을 개발한 이유가 고대 아테네에서 법정 수사학

이 발전한 역사적 사실에 의거한 것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연유에 의거한 것

인지 하는 물음을 던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러한 물음들에서 출발하여 고전 수사학과 신수사학의 차이는 

무엇이고, 페렐만이 신수사학을 굳이 논증행위이론으로 한정짓는 이유와 그 

특징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풀어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II부에서는 페렐

만이 걸어온 법학에서 논리학으로, 그리고 논리학에서 신수사학으로의 학문

적 여정에서 그의 학문적 관심과 이해의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Ⅲ부에서는 
수사학과 철학의 관계와 함께 논증행위이론으로서 신수사학이 가진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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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이론(Wissenschaftstheorie, science theory)의 관점에서 풀어낼 것이다.

Ⅱ. 페렐만의 학문적 여정 

1. 법학에서 논리학으로

페렐만이 신수사학을 창시하는 데 바탕이 되었던 시대적 학문 환경을 먼

저 살펴보자. 그가 살던 시대에는 다양한 학문들이 변화무쌍하게 발달하던 

시대였다. 19세기 말~20세기 초, 경험주의, 실증주의에 기반한 사회학, 심리

학 등이 독자적 학문으로 태동하였고, 법학, 철학, 역사학 등 많은 학문분야

들은 실증주의적 경향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객관적 진리를 추구하는 자연

과학의 토대학문인 수학에서는 초기 E. 후설의 심리학주의, G. 프레게, B. 러

셀의 논리학주의, L. 브라우어의 직관주의, D. 힐베르트의 형식주의 등 수학

기초(Grundlage der Mathematik, foundation of mathematics)에 대한 거인들

의 논쟁이 펼쳐진 시대였다. 철학에서는 전통적으로 인정되어 오던 형이상

학, 인식론을 벗어나 논리실증주의, 실존주의, 현상학과 해석학 등 다양한 사

상들이 새롭게 떠오르던 시절이었다. 

페렐만은 1934년 법학 박사학위를 받는다. 그의 저서 중 한국어로 가장 먼

저 번역된 것은 1986년 법철학자 심현섭/강경선/장영민이 번역한 법과 정
의의 철학이다. 이 책은 종로서적에서 번역 기획한 현대철학 시리즈 20여 

권 중 하나로 법철학을 대표하는 것으로 발간된 것이었다. 이 책은 특별하게

도 법철학과 관련한 페렐만의 여러 길고 짧은 저술들을 묶은 것이다. 모두 11

장으로 이루어진 책의 중심을 이루는 1장은 1945년에 발표된 ‘정의에 관해

서 De la justice’이고, 2장은 1965년에 발표된 ‘정의에 관한 다섯 강의 Cinq 

lecons sur la justice’이다. 그 사이인 1958년에 그와 L. 올브레이츠-티테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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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사학이 발표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형식적 정의에 몰두했던 그의 

초기 법철학과 그가 설립하고자 한 신수사학 기반의 법철학의 차이를, 즉 전

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후자의 특성을 읽어낼 수 있다는 점

에서 (법)수사학자들이 주목할 만하다.1) 또한 3장~11장에서 다루는 주제가 

정의와 추론, 법과 도덕, 법과 수사학, 법적 추론, 법/철학/논의[논증행위] 등

이어서 법과 신수사학 및 논증행위이론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

다. 

그 다음 과정이 놀라운 일이다. 1938년에 페렐만은 현대논리학의 창시자

라고 불리는 G. Frege(1848~1925)에 대한 논문을 제출하고 두 번째 박사학

위를 받는다.2) 여기에서 프레게에 대해 언급이 필요하다. 그가 현대논리학

의 창시자라고 불리게 된 것은 1950년대부터이다. 그는 현존할 당시 B. 러셀 

등을 제외하고 다른 학자들로부터 거의 주목도, 인정도 받지 못한 채 예나 대

학에서 수학, 논리학 등을 담당하는 사강사로 주로 활동하였다. 1879년에 출

간된 현대논리학의 시발점인 그의 주저 개념표기법(Begriffsschrift)도 외
부의 지원을 받지 못해 사비로 출판하였을 정도였다. 그런데 전문 철학자도, 

논리학자도 아닌 페렐만이 1938년 프레게의 논리학을 연구하고 학위논문으

로 제출하였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1)번역자들은 옮긴이의 말에서 2장을 바탕으로 페렐만의 정의 이론을 다음과 같이 규
정한다. “롤스의 정의 이론이 정의에 관한 합리적이고 또 모두가 수락할 수 있는 결
정을 내릴 수 있는 조건과 규칙들을 모색한 ‘결정이론적’ 정의 이론이라고 한다면, 

페를만의 정의 이론은 정의에 관해 이성적인 합의가 이루게 될 수 있는 합리적 담화
의 조건과 규칙들을 모색한 ‘논의 이론적’[논증행위론적] 정의 이론이라고 특징지
을 수 있다(페를만 1986, vi).” 

2)페렐만의 철학박사학위 논문: “프레게에 대한 연구(Etude sur Frege)”. 논리학에 대
한 그의 깊은 이해와 관심은 2차 세계대전 후 그가 ‘벨기에 국가중앙 논리학연구소’

를 건립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가 이 연구소의 법학 분과에서 평생을 활동했다
는 것을 보면, 그는 논리학을 좁은 의미로서의 형식논리학으로만 이해하지 않았음
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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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렐만은 왜 갑자기 법학에서 긴밀한 연관성도 없는 수학, 논리학으로 연

구의 길을 수정했던가. 그냥 단순한 지적 호기심 때문인가, 아니면 그의 법학 

연구에서 당시 새롭게 제시된 수리논리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기 때문인

가. 페렐만이 법학 연구를 착수하던 시대에는 다른 학문들에서와 마찬가지

로 법학에서도 실증주의가 지배적이었다. 법실증주의란 간략히 말하면 법학

은 실정법만을 정의의 원칙으로 하며, 경험과 사실, 개념분석과 논리적 추론 

등 과학적 방법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가 프레게의 현대논리

학 연구를 착수한 까닭을 그의 수사학의 제국3)에서 짐작할 수 있다.  

거의 30년 전 나는 정의에 대한 실증주의에 기반한 연구에서, ‘동

일한 환경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존재에 대해 ‘동일하게 대

하기’를 요구하는 형식적 정의 규칙을 발전시킨 바 있다. 그런데 비본

질적인 것에서 본질적인 것을, 중요하지 않은 것에서 중요한 것을 어

떻게 가려낼 수 있을까? 이러한 구별을 하기 위해서는 당시 완전히 

임의적이고 논리적으로 비규정적으로 보인 가치판단에 의존해야 한

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3) Ch. Perelman, Das Reiche der Rhetorik. Rhetorik und Argumentation, 1980. 

(Originalausgabe: L`empire rhetorique. Rhetorique et argumentation, 1977). 필자는 
이 책명을 한국어로 “수사학의 제국”으로 번역하는 것에 주저하였다. 첫째, ‘제국’

이라는 말이 가진 팽창주의적이고 권위적인 이미지가 독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 때문이었다. 페렐만의 신수사학은 자유, 평등, 합리성을 기초한 것이기 때문
에 “제국주의”와는 상반된다. 둘째, 이 용어가 롤랑 바르트에서처럼 수사학이 널리 
활용되어 오던 서구 국가들을 암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수사학의 제국”

으로 번역한 이유는 그가 이 책의 마지막 14장에서 동일한 소제목을 활용하고, 그 
마지막에서 이를 설명하는 내용 때문이다. 즉 이 제목을 붙이게 된 계기는 아마도 
G. 라이쉬의 “수사학의 알레고리”에서 수사학을 여신으로 그려내고 있음에서 출발
하여, W. 얀스가 “학문들의 오랜 그리고 새로운 여왕”으로 표현하였음을 근거로 제
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페렐만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수사학이 비형식화된 사고
의 측정 불가능한 영역으로 확장(163)”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의미라면 “수사학의 
영역”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지 모른다는 것이 필자의 고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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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숙고할 수 있을까? 악보다는 선을, 부정의

보다는 정의를, 독재보다는 민주주의를 선호할 수 있는 합리적으로 

충분한 처리방식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실증주의자들의 회의적인 

대답에 만족할 수가 없어 나는 가치판단의 논리학에 대한 연구를 시

작하게 되었다. (…) 고유한 가치판단들, 도덕과 모든 태도의 원칙들

은 완전히 불합리하며, 단지 우리의 전통과 선입견, 열정의 표현에 불

과하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만 하는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

면 폭력이 갈등의 유일한 수단이고 동시에 강자의 논변이 더 좋은 것

이란 말인가? 또는 가치판단의 논리학이 있으며, 있다면 그것은 어떻

게 근거 지어질 수 있을까? 

이러한 과제에 대해 나는 몰두하려고 하였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나는 독일 논리학자 G. 프레게를 따라가려고 그의 연구결과를 

읽고자 노력하였다. 그는 수학자들에 의해 전개된 논리학과 관련해

서 거의 100년 전 이에 상응하는 물음을 던졌던 학자이다. (…) 이러

한 [현대논리학적 연산] 방법이 새로운 것에, 그리고 이번 경우에는, 

하나의 일정한 가치 또는 규칙을 안착시키고자 하는 텍스트에, 어떤 

일정한 행위나 선택을 다른 것들보다 선호되어야 함을 입증하려는 

텍스트에 적용될 가능성이 없단 말인가? 도덕주의자들과 정치인들

의 저작에 대한 분석이, 일정한 방향으로 향한 화자의 말과 신문의 논

설에 대한 분석이, 모든 근거지음의 유형들에 대한 분석이, 그토록 결

여된 가치판단의 논리학을 발견하도록 이끌 수는 없단 말인가?

L. 올브레히츠-티테카 여사와 함께 기획하고 포괄적으로 시도했

던 연구는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로 우리를 데려다 주었다. 바로 가치

판단의 특별한 논리학은 없었으며, 오히려 우리가 추구했던 것이 아

주 오래되고도 이제는 잊혀지고 과소평가되었던 분야에서, 바로 수

사학에서, 설득과 확신의 오래된 기예에서, 발전되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다. (…) 무엇이 더 선호될 수 있고, 수용가능하며 이성적

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과 Topik에서 추

론은 형식적 귀결의 연역도, 개별 경우에서 일반화하는 귀납도 아니



페렐만의 논증행위이론으로서의 신수사학에서 학문이론적 성격 • 119

며, 여기에서는 제시된 주제에 대한 의견들의 일치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논증행위들의 모든 가능한 유형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였다.

모든 숙고된 결정에 앞선 토론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설득적 

대화의 이러한 기술은 고대에서부터 오랫동안 탁월성의 기술, 언어

와 이성을 나타내는 로고스(logos)라는 수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

향을 끼치는 기술로 발전되었다(Perelman 1980, 1~4).

위의 인용문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는 

법실증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답을 가치판단의 논리학에서 찾고자 했

다. 둘째, 프레게의 현대논리학을 연구한 이유는 프레게가 추구했던 학문적 

엄밀성과 보편성을 가치판단의 논리학에 적용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셋째, 현대논리학의 연산 방법을 가치판단과 관련된 저작이나 

일반 텍스트에 적용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았다. 넷째, 연구를 하면서 그가 찾

던 가치판단의 특수 논리학은 없고, 그가 찾던 학문이 고대 수사학임을 알게 

되었다. 다섯째, 가치판단에 있어서는 형식논리학과 귀납논리학이 아니라 

논증행위이론이 핵심이라는 인식에 도달하게 되었다.4) 여섯째, 아리스토텔

레스와 달리, 그의 신수사학에서 문채,5) 파토스, 에토스가 아니라 로고스를 

4)법적 추론, 합리적 결정 등과 관련해서는 논리연산이 아니라 논증행위가 중요하다
는 것을 피력하기 위해 페렐만이 플라톤의 <에우튀프론> 7b의 내용을 인용하는 것
은 주목할 만하다. 그 내용을 대략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바구니에 담긴 계란 수에 
대해서는 논쟁을 하지 않는데, 세어보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논쟁을 하게 되는데, 정의와 부정의, 미와 추, 선과 악 등이 바
로 그러한 경우라는 것이다.(페를만 1986, 제10장 법/철학/논의, 219; Perelman 

1994, 75.) 

5)페렐만은 수사학의 제국에서 신수사학에서 말했던 문채론을 다음과 같이 인
용한다. “우리는 어떤 문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논증행위적이라고 말한
다. 즉 새로이 소개된 상황을 볼 때 관점의 변화에 그 문채가 활용됨에 있어서 정상
적으로 보일 경우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증행위적인 형식을 지닌 말이 청자의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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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가치판단의 토대에 대한 추구였기 때문이다. 요

컨대 페렐만이 가치판단의 논리학을 위해 프레게의 현대논리학을 연구한 결

과, 기대와 달리 오히려 신수사학을 개발해야 하는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계

기가 되었던 것이다.

2. 논리학에서 신수사학 ․논증행위이론으로
 

1938년, 프레게의 논리학에 대한 페렐만의 박사학위논문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여기에서 페렐만은 어떤 결론에 도달했을까? 그의 학위논문을 

필자가 직접 접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훗날 1968년 그가 저술한 논리학과 
논증행위(Perelman 1994)에서 논리학에 대한 그의 이해를 짐작할 수 있다. 

먼저 독자들의 오해를 막기 위해 이 두 저술 사이의 차이를 명확하게 언급해

야 하겠다. 박사학위논문과 달리 후자의 저서에서는 일반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는 차이는 사소하다. 중요한 것은 박사학위논문에서 논리학에 대한 이

해가 후자에서 전폭적으로 수정되었다는 점이다. M. 도미니시가 페렐만의 

박사학위논문 일부를 소개한 것(Dominicy 2006, 93)을 보면, 다음과 같다. 

증명될 수 없는 명제들(또는 공리들)과 정의될 수 없는 개념들을 

를 얻지 못하는 경우 문채는 장식이나 문체무늬가 된다. 그것은 놀라움을 자극할 수 
있지만, 단지 미학적인 관점에서나 화자의 기발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Perelman 1980, 8; Perelman 2004, 239~240).” 여기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그
가 부정하는 것이 문채 자체가 아니고, 장식적 기능의 문채라는 점이다. 즉 논증행
위에서 기능하는 문채마저 부정하지는 않는다. 설득과 확신의 기술로서의 수사학
과 장식형식으로서 문채의 수사학을 그가 분리하는 이유가 흥미로운데, 문채는 맥
락 바깥에서는 생명력을 잃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구조주의 언어학이나 문
학이론을 통해 연구된다고 할지라도 문채의 수사학을 통해서는 문채들의 다이나믹
한 개념의 의미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학이 혁신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의미맥락, 대화맥락을 삭제한 채 문채를 따로 정형화하여 다루는 것과 선을 긋는다. 

하나의 문장은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한데, 이미 그 의미가 확정된 것으
로서의 명제만을 다루는 논리학과 선을 긋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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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을 하는 것은 실제로 가능하다. 정의될 수 없는 것들의 의미는 단

지 공리들을 통해 규정되는 방식으로 공리를 정의될 수 없는 것들에 

결부하는 것으로 확립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공리란 정의될 수 없

는 것을 정의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즉 정의될 수 없는 것들은 유

명론적 정의의 도움이 아니라 공준(Postulate)을 통한 정의의 도움으

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처리과정은 논리학에서 모든 직관

을 제거하는 장점을 제공한다(Perelman 1938, 157~158).  

즉 페렐만은 당시 공리를 공준을 통해 정의함으로써 공리의 명증성이 손

상되지 않을 수 있다고 잘못 파악했던 것 같다. 하지만 철학박사학위논문에

서 발견되는 논리학에 대한 페렐만의 오류가 논리학과 논증행위에서는 발
견되지 않는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논의할 것이다.  

논리학과 논증행위는 ‘제1부 형식논리학’, ‘제2부 논증행위이론의 요소

들’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아리스토렐레스의 삼단논법만 아니라 - 

프레게의 술어논리학에서 했던 증명방식을 제시하면서- 프레게의 진술논리

학, 퍼어스의 관계논리학, 박사학위논문 제출 전인 1937년 1년간 페렐만이 

방문하고 깊은 관계를 맺은 폴란드 논리학파의 루카지에비츠의 논리학 이

론, 공리적 방법 등이 다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현대논리학의 선각자

라고 불리는 라이프니츠, 프레게 이전 현대논리학의 디딤돌이 되었던 부울, 

드 모르간, 슈레더 등의 수리논리학, 대수논리학, 오일러의 논리 다이어그램, 

나아가 학문이론으로서 논리학을 정초하고자 했던 E. 후설의 논리철학 등까

지 언급되고 있다. 이를 통해 페렐만이 고전논리학, 현대논리학, 논리철학 등

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페렐만이 논리학을 부정하고 논증행위이론을 강조한다는 통상적인 이해

에 따르면, 상당히 이질적이라고 볼 수 있는 논리학과 논증행위이론을 한 권

의 책에서 다루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논리학과 논증행위의 제1부

에서 주목할 내용은 두 가지이다. 첫째, 그는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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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철학 등의 정신과학에서 활용되는 증명의 수단은 완전히 다

른 본성이고, 필연적인 추론 이론이 아니라 오히려 논증행위이론을 

근원으로 한다. 

논증행위이론에 대한 연구는 데카르트 이후 서양 문화에서 간과

되었다. 왜냐하면 그는 인간의 모든 지식을 수학적 지식의 방식에 따

라 개념화[디자인]하고, 그러면서 개연적인 것들은 완전히 개의치 않

도록 강력하게 착수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논증행위는 비강제적인

[필연적이지 않은] 증명을 제공하는데, 그 때문에 19세기 중반 형식

논리학이 재활하면서부터 논리학자들은 논증행위를 완전히 무시하

게끔 되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논증행위라는 실천을 결코 중지할 수 

없었으며, 이것이 다음과 같은 인상을 갖게 되는 근거이다. 즉 내 생

각에 따르면 증명수단에 대한 어떤 연구를 드러냈어야 할 영역을 충

분히 논구하는 일로부터 형식논리학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Perelman 1994, 3).   

여기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페렐만이 데카

르트를 그토록 비판하는 이유는 그가 의심할 수 없는 명증적인 진리 인식을 

추구하면서 수학적 진리를 모델로 삼았기 때문이다. 즉 수학적 진리로 대변

되는 필증적, 연역적 진리만이 진정한 진리라고 생각한 것이 큰 오류라는 것

이다.6) 그런데 이는 수학을 모든 학문의 이상적 모델로 삼았던 사상, 달리 표

현하면 수학적 지식과 체계의 보편성을 말하는 보편수학(mathesis 

universalis)의 정신이다. 이는 데카르트만 아니라 플라톤에서부터 시작하여 

서양학문사를 꿰뚫는 전통이었다. 자신의 아카데미에 “기하학을 모르는 사

람은 이곳에 들어오지 마라.”는 현판을 붙인 플라톤, 사고의 옳고 그름을 따

6)페렐만의 명증성에 대한 비판의 대상에는 데카르트로 대변되는 합리주의만 아니라 
감각적 직관의 확실성을 강조하는 경험주의도 해당한다(예: Perelman 1994, 77; 

Perelman 1980, 1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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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때 “계산해 봅시다(Calculemus).”라고 말했던 라이프니츠, 기하학을 모델

로 윤리학을 체계화 하려고 했던 스피노자, 필연적이면서도 새로운 지식이 

가능한 선험적 종합판단의 모델로 수학적 명제를 제시했던 칸트 등 많은 학

자들에게서 그러하다.7) 따라서 페렐만이 비판했던 것은 데카르트 사상 자

체, 수학 자체가 아니라, 수학을 모든 학문의 모델로 삼았던 서양 학문이론의 

전통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수학을 모델로 하여 발전한 현대 수

리논리학도 같은 이유로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둘째, 형식논리학만으로는 정신과학에서 요구되는 증명수단을 제공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증명수단인 논증행위이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8) 여기에

서 주목해야 할 것은 설득이 아니라 증명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학문

적 지식과 관련된 증명의 수단에 대한 연구는 논리학의 소임이고, 신수사학, 

논증행위이론은 학문과 거리가 먼 설득의 수단을 다룬다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증명과 관계된다는 것이다. 다만 전자는 필연적 연역논증이고, 후자는 인

문학적, 일상생활에 활용되는 비연역적 증명에 관한 것이라는 차이만 있을 

7)페렐만의 법과 정의의 철학의 마지막 장인 11장 “철학자는 법연구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에서는 서양 철학에서 수학을 학문의 이상적인 모델로 삼는 전통에
서 출발하면서 플라톤, 데카르트, 스피노자 등의 철학자들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현대논리학의 선각자 라이프니츠의 사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가 수학철학, 논리철학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라이프니츠는 계산(calculemus)에 의존함으로써 철학적 논쟁을 종식시킬 수 
있게 되기를 꿈꾸었고, 수학자들로 하여금 합의에 이르게 하는 절차를 통하여 철학
자들 간의 견해 차이가 종식되기를 바랐다(페를만 1986, 235).” 

8)대단히 재미있는 것은 페렐만이 제2부에서 논증행위이론을 논의하면서 어떤 질문
에 대한 올바른 답을 하는 것이 논리학에 의존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면, 이는 컴퓨터
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결국 판사가 필요 없게 될 것이라는 지적을 이미 
1968년에 하였다는 점이다. 즉 오늘날 현실화되고 있는 로봇판사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다. 가치와 관련된 결정과 판결은 이처럼 기계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임의적
으로 이루어질 수도 없다면서 논증행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Perelman 1994,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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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증명과 설득의 관계를 정리해 보면, 다음의 세 가지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1) 증명과 설득은 서로 대립적이고, 따라서 증명의 학

문(예: 수학, 논리학)과 설득의 학문(예: 철학, 법학 등)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2) 증명에는 두 가지 유형, 즉 ⒜필연적 증명(예: 수학, 논리학)과 ⒝개연적 
증명(예: 철학, 법학 등)이 있으며, 설득은 ⒝와 관련된다. 3) 2)에서 제시한 

것처럼 증명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설득은 두 유형 모두와 관련된다. 

필자는 3)이 페렐만의 생각이라고 이해한다. 하지만 페렐만이 필연적 증명

의 모든 부분이 설득과 관계된다고 생각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렇다면 필

연적 증명의 어떤 부분이 설득과 관계되는지를 밝혀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는 뒤에 설명할 것이다. 결국 증명수단에 대한 연구 영역을 형식논리학이 충

분하게 담당하지 못하는데, 바로 이 영역이 페렐만이 지향하는 논증행위이

론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논리학과 논증행위의 제1부에서 주목할 두 번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지막 장에서 페렐만은 공리주의(Axiomatik)와 논리학의 관계를 풀어낸다. 

그리고 제1부가 끝나는 마지막 문단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러한 [공리 체계] 기술은 기호에 부여한 의미와 완전히 상응하

여, 동일한 기호연속들이 참값 그리고 거짓값의 명제를 낳을 수 있음

을 보여준다. 이로부터 형식적 체계들은 다음과 같은 사고로부터 벗

어날 수 있는 어떤 출구도 제공할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즉 어

떤 형식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석해야만, 즉 형식화를 그것 자

체의 바깥에 있는 모델과 연관지어야만 한다는 것이다(Perelman 

1994, 61). 

이는 페렐만의 논증행위이론의 토대, 특성, 지향점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다. 그리고 앞서 그의 박사학위논문에서 나타난 공리의 명증

성 확보 방법과 관련하여 지적했던 그의 오류가 수정되었다는 사실과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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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된다. 즉 공리주의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인데, 여

기에서 핵심은 한 공리 체계 안에서 어떤 명제가 참과 거짓이 동시에 되는 모

순의 발생과 한 공리 체계의 “바깥에 있는 모델”에 대한 의존이다. 이는 러셀

이 프레게의 논리학주의에 대해 제기했던 논리적 역설과 그 해결방안으로서

의 유형(위계)이론, 그리고 K.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와 연결되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9) 

이 두 문제를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893년 산술학의 근본법칙
들(Grundgesetze der Arithmetik)에서 프레게가 제시한 다섯 번째 공리
(Frege 1893, 35[ξ20])를 대략 일반적 표현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만약 

모든 F가 G이고, 모든 G가 F이면, F의 집합은 G의 집합과 동일하고 그 역도 

성립한다.’ 이는 그의 논리철학을 대변하는 수학의 논리화, 즉 수학이 논리학

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논리학주의를 대변한다. 즉 개념, 내포로부터 외연으

로의 이행, 즉 수가 논리적 대상임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공리는 

프레게 논리학 체계 안에서는 자기 자신의 원소가 아닌 모든 집합들의 집합

을 형성하게 한다. 이에 대해 B. 러셀은 역설(paradox)을 발견하고 비판한다. 

즉, 만약 그것이 그 자신의 원소라면, 그것은 그 자신의 원소가 아니며, 만약 

그것이 그 자신의 원소가 아니라면, 그것은 그 자신의 원소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역설을 해결하고자 러셀이 제시한 것이 유형(위계)이론(type theory)

인데, 이는 ‘한 집합의 모든 원소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그 집합 자체에 들어

가서는 안 된다’는 원리이다. 즉 역설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국 개별자들의 유

형[1], 개별자들의 집합들의 유형[2], 개별자들의 집합들의 집합들의 유형[3]

9)철학박사를 받기 전, 이미 페렐만의 논문들에서 러셀의 ‘역설’과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에 대한 연구가 많이 발견된다. “논리 역설(Les paradoxes de la logique)” 

(1936), “괴델의 이율배반(L’antinomie de M. Gödel)”(1936), “러셀의 역설에 있어
서 동치, 정의 그리고 해결책(L’equivalence, la definition et la solution du paradoxe 

de Russell)”(1937), “논리 역설의 해결책과 무한 개념에 대한 그 결과(Une solution 

des paradoxes de la logique et ses consequences pour l conception de l’infini)”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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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별해야 한다는 이론이다(Whitehead/Russell 1910). 한편 1931년 발표된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를 간략히 말하면, 자연수 체계를 포함하는 무모순인 

임의의 형식화된 공리체계 안에는 참인지 거짓인지 증명할 수 없는 명제가 

존재한다는 것(I), 자연수 체계를 포함하는 임의의 무모순적인 공리 체계는 

자신의 무모순성이 그 체계 안에서는 증명될 수 없다는 것(II)이다(Gödel, 

1931).

이 둘은 모든 학문의 이상적 모델로 삼았던 공리체계로서의 수학이 무모

순적이고, 명증적 공리로부터 모든 정리가 도출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

는 완전성에 대해 의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인용문에 대한 필자의 

해석에 따르면, 인용문의 내용은 인공언어로 이루어진 연역적 추론에 의한 

진리의 필연적 도출, 의심할 수 없는 진리 증명 및 인식과 이와 전혀 다른 자

연언어로 이루어진 생활세계에서의 개연적 논증 사이의 차이를 지적하고, 

형식논리학에서 다룰 수 없는 논증방식을 다루는 논증행위이론이 필요하다

는 일반적인 이해를 넘어선다. 

페렐만이 인용문을 통해 근본적으로 지적하고자 바는 공리 체계의 완전성

에 대한 문제 제기임은 분명하다. 그런데 어떤 공리 체계가 불완전하다는 것

과 논증행위이론을 건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어떤 A가 결함이 있으므로 다른 대체재 B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려면, B는 적

어도 A가 가진 결함이 없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인용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핵

심 사안은 어떤 공리 체계를 상정할 때, “그것 자체의 바깥에 있는 모델”은 무

엇을 뜻하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예컨대 공리 체계 A는 B에, B는 C에 … 의

존한다면, 이것은 무한퇴행에 빠지게 된다. 또한 공리 체계 A는 B에, B는 A

에 의존한다면, 이는 순환논리에 빠지게 된다. 이 인용문을 통해 그가 더 말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의 연역적 논리체계도 궁극적으로 “그것 자체의 바깥

에 있는 모델”인 논증행위에 의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정당화( 

Rechtfertigung)를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 필자가 생각하는 가능한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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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해석이 페렐만이 논리학, 수학 자체를 부정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수학을 모델로 삼았던 학문이론의 전통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다. 

그렇다면 페렐만이 건립하고자 했던 논증행위이론의 토대는 무엇이며,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정당화를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을 던질 수 있다. 

논증행위이론은 스스로 정당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면, 공리체계의 완전성

을 상정했던 오류와 마찬가지로 검증되지 않은 절대주의에 빠지게 된다. 또

한 모든 이론은 정당화가 불가능하고, 따라서 논증행위이론은 정당화를 추

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 이는 상대주의에 빠지게 된다. 바로 이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그가 제시한 것이 논증행위이론의 핵심에 해당하는 

모범청중 및 보편청중의 개념이라는 것이 필자의 해석이다(참조: 하병학 

2015). 따라서 페렐만의 논증행위이론에서 모범청중과 보편청중이 어떤 역

할을 하며, 그것은 학문에 있어서 절대주의와 회의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논증행위이론을 이해하는 핵심 사안이다. 이 해석

에 따르면, 페렐만에게서 진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즉 비기술적인 물증 또

는 “○+△=△+○”과 같은 인공기호 규칙 자체 등을 제외하고, 진리 개념도 

궁극적으로 논증행위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는 관점이 발견된다.

이러한 필자의 해석을 뒷받침하면서 공리 체계와 논증행위의 관계에 대한 

페렐만의 생각을 더 살펴보자.  

수학적 증명에서 공리는 토론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이 명증적이

라고 보든, 참이든 한갓 가정이든 마찬가지이다. 공리들이 사람들로

부터 수용되는가 또는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사

소한 일이다. 그런데 공리들의 선택을 정당화하려면 논증행위의 도

움을 받아야만 한다. 이는 이미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Topik에서 분

명하게 말한 바 있다(Perelman 1980, 18).

위의 인용문에서는 어떤 공리로부터 정리들의 논리적 증명을 문제 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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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또한 게임 규칙처럼 어떤 공리를 임의적으로 선택하느냐 하는 것도 

문제 삼지 않는다. 또한 공리의 정당성은 그 체계 내에서는 증명될 수 없음도 

암시하고 있다. 다만 여러 가능한 것들 중 어떤 것만을 선택하여 공리로 삼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논증행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음을 분명히 말

한다. 앞서 제기했던 필연적 증명에서 설득이 관련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하

는 문제에 대한 대답을 이제 제시할 수 있다. 바로 공리의 정당화가 그 부분이

다. 

Ⅲ. 논증행위이론으로서 신수사학의 특징

1. 수사학과 철학

논증행위이론의 학문적 특성을 논하기 위해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은 수

사학과 철학의 관계이다. 이는 심각한 논쟁거리이다. 페렐만도 “철학과 수사

학의 관계는 수사학의 운영에 결정적인 의미를 지녔다(페렐만 1980, 155).”

고 말한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관계 설정이 가능하다. 첫째, 전통적으로 

알려진 철학과 수사학의 적대적인 관계이다. 플라톤의 전통에 따라 수사학

에 대한 철학의 부정은 수사학의 철학에 대한 부정의 씨앗이 되었다. 대표적

으로 수사학에서 철학을 부정하는 K. 독크호른은 수사학에 대한 플라톤의 

비판 전통을 직시하고, 특히 로고스 중심주의의 신수사학의 특성을 비판하

면서 수사학은 반철학, 탈철학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문채와 표현과 관련

된 수사학의 특성을 강조한다(Kopperschmidt 2006, 57~58). 

둘째, 철학과 수사학의 화해이다.10) 코퍼슈미트에 따르면 콤페르츠, 아펠, 

10) J. 코퍼슈미트는 고전수사학에 대비하여 페렐만의 신수사학을 다음과 같은 세 가
지로 특징짓는다. “1) 신수사학은 논증행위의 방식에 대해 방법론적으로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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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최근 외스트라이히 등은 철학과 수사학의 상보적 관계를 주목한다. 

특히 외스트라이히(P. L. Oesterreich)는 “‘수사적 인간’에 대하여(Thesen zum 

‘homo rhetoricus’)”, “수사학의 철학(Philosophie der Rhetorik)” 등을 명시적

으로 말하고 있다. 또한 A. M. 다미아니는 신수사학에 의해 선험철학이 새로

운 길을 모색하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고 주장한다(Damiani 2006, 333~334). 

페렐만의 “철학은 신수사학 없이는 출구가 없다”는 말, 철학자들이 추구하

는 진리와 이성이 자신이 말하는 보편청중 개념과 잘 어울린다는 주장 등과 

수사학의 제국등 그의 많은 저서에서 일반 수사학자들이 읽기 불편할 정
도로 철학적 논의가 많은 것도 특별하다. 

철학과 수사학의 관계를 말하기 위해 먼저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과 페

렐만의 신수사학의 차이를 살펴보자. 아리스토텔레스에서는, 오류 없는 추

론 방식을 통해 진리에 도달하는 길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학문의 도구이자 

기초가 되는 것은 그의 논리학이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그의 학문이

론은 기예(techne), 학문적 인식(episteme), 실천적 지혜(phronesis), 철학적 

지혜(sophia), 직관적 지성(nous)이라는 특성을 중심으로 분류된다(아리스

토텔레스 2011, 1139b 15). 그 중에서 수사학은 기술에 해당하는 설득 기술에 

대한 이론이다. 이와는 달리, 페렐만에서는 진리, 가치, 정의, 나아가 이성과 

의지, 이론과 실천, 그리고 타인에 대한 관용과 존중은 분리되지 않는다

(Perelman 1994, 74). 그의 신수사학, 논증행위이론은 명증성 또는 불합리성

이라는 양 극단의 선택을 거부하고, 그 목적, 원리,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제

시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페렐만은 그의 논증행위이론과 철학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철학적으로 기초한 논증행위이론만이 명증

맞춘 수사학이다. 2) 신수사학은 논증행위의 원리에서 출발하여 일관성 있게 발전
된 수사학이다. 3) 신수사학은 논증행위의 이성적 특성에 대해 철학적으로 관심을 
가진 수사학이다(Kopperschmidt 2006, 16).” 수사학과 철학의 관계에 대한 대표적
인 논의는 다음을 참조하라. H. B. Gerl, Rhetorik als Philosophie, München, 1974. 

J. Mason, Philosophical Rhetoric, London/New York,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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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불합리성 사이 중간의 길을 인식하도록 허락할 것이라고 믿는다

(Perelman 1994, 84).”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을 기술로서의 수사학, 

페렐만 신수사학을 철학으로서의 수사학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런데 철학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심지어 뉴턴은 물리학을 자연철학

(natural philosophy)라고 부르지 않았던가. 또한 ‘수사학의 철학’이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철학적 수사학인가, 수사학에 대한 철학적 조명인가, 수사

학의 철학적 가치인가? 예컨대 철학적 수사학은 플라톤이 소피스트 수사학

을 비판하면서도 인정한 영혼을 진리로 인도하는 수사학을 의미하는 것에 

머무는가, 또는 그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는가? 아리스토텔레스에 따

르면 가장 강력한 설득의 수단인 에토스가 페렐만에게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미학도 철학의 한 분야라는 점도 고려하면, ‘수사학의 철학’이

라는 용어의 의미가 상당히 방대하고 모호하여 페렐만의 신수사학을 특징짓

기에는 한계가 있다.  

2. 페렐만 논증행위이론의 학문이론적 성격

이제 논증행위이론으로서 신수사학의 특성을 새로운 관점에서 살펴보고

자 한다. 그의 논증행위이론에는 학문 일반의 토대, 목적, 이념 그리고 방법 

등은 무엇인가 등을 다루는 학문이론(Wissenschaftstheorie, science theory)

의 성격이 있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학문이론이라는 용어는 19세기에 들어와 안착되었지만, 18세기에도 피히

테 등은 학문론(Wissenschaftslehre)으로 표기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학문이

론이 다루는 연구대상이 학문의 특성, 체계, 방법, 언어, 진리 인식과 증명 등

이라면, 이러한 전통은 아리스토텔레스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많은 

학문들을 그 특징에 따라 분류하면서 학문의 핵심을 단지 그러함이 아니라 

왜 그러한지를 밝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Aristoteles 1976, 78a 22). 이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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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적 앎이란 근거를 갖춘 앎이며, 그러한 앎이란 근본법칙에 기인하는 증명

을 통해 밝혀지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체계, 방법, 증명 등을 중심으

로 학문의 본성을 규정하는 학문이론을 전통적 학문이론이라고 하는데, 이

러한 사상을 가진 학자의 부류에 데카르트도 속한다. 데카르트 사상에 대한 

페렐만의 비판도 수학을 모델로 하는 데카르트의 학문관이 잘못 되었다는 

학문이론적 관점에서 출발한다.  

현대에 들어와 다양한 학문이론이 등장하는데, H. 자이페르트는 전통적 

학문이론, 분석적 학문이론에 대립된 학문이론을 현대적, 비분석적 학문이

라고 통칭하였다(Seiffert 1971, 2~3). 전자가 객관성을 추구하며 학문을 정

적 상태로 규정하는 반면, 후자는 학문의 발생적 과정과 동적 상태를 탐구해

야 비로소 전체로서의 학문을 규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자이페르트에 따

르면, 현상학적, 해석학적, 변증법적 학문이론 등이 후자에 해당한다. 현대적 

학문이론에서 중요한 과제를 A. 메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학문이란 무엇인가?’, ‘무엇을 통해 학문은 구성되는가?’, ‘학문

적인 인식은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는가?’, ‘학문적 작업에 경계는 있

는가?’, ‘학자의 책임은 무엇을 통해 규정되는가?(Menne 1984, 3~ 4; 

하병학 2006, 181~183)

위의 몇 가지는 과학적 방법론 등을 중심으로 한 객관주의, 실증주의, 공리

주의 등에 기초한 전통적 ․분석적 학문이론에서는 제기되지 않는 문제들이
다. 여기에 인간의 삶,11) 생활세계, 주관성, 학문의 사회적 배경, 학자들의 관

심과 활동, 학문윤리 등도 해당한다. 이러한 학문이론의 분류에 따르면, 페렐

11)분석적 학문이론에서 삶과 학문의 무관함을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는 예는 L. 비
트겐슈타인의 초기 논리학주의에서 볼 수 있다. “모든 가능한 학문적인 질문들에 
대해 대답이 되었을 때에도 우리의 삶의 문제는 전혀 관계되지 않음을 느낀다
(Wittgenstein 1963, Satz 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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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의 논증행위이론은 현대적, 비분석적 학문이론에 해당한다. 페렐만은 학

문이론에 대해 예컨대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학문이론은 우리에게 명석과 판명이 매우 가치가 있음을 가르쳐 

주었다. 실제로 이는 학문언어의 불가결한 특질이다. 그런데 이 특질

은 법률언어로 이루어진 규정들을 다룰 때 부적합한 것으로 밝혀진

다(Perelman 1994, 67). 

위의 내용은 데카르트가 추구했던 명석판명한 관념들, 개념들로 이루어

진 학문의 이상에 대한 페렐만의 비판이다. 법학에 대한 사례로서, 전문적인 

용어로 이루어진 각종의 법적 규정들이 명료하지도 않고 실제의 삶과 행위

에 부합하지 않으면서도 규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페렐만은 

직선과 공간에 대한 개념이 리만 기하학과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동일한 의

미를 지니고 있지 않음을(Perelman 1994, 80) 예시로 들면서 수학에서도 마

찬가지라며, 학문적 개념들의 보편타당성과 명료성에 대한 믿음에 대해 비

판한다. 즉 전통적 학문이론이 상당히 중요한 성과를 낳았다고 하더라도, 그

것의 획일성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며, 그 부당한 권위로부터 벗어나야 한

다는 것이다. 페렐만이 한갓 논증기술의 문제를 넘어 상이한 학문들의 특성

을 논증행위이론과 결부시켜 논의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명증성, 체계성, 객

관성, 명료성, 탈주관성, 가치중립성 등을 강조하는 기존의 학문이론과 논쟁

하지 않은 채 논증행위이론을 온전하게 건립하기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

다. 요컨대 새로운 학문이론적 성격을 지닌 논증행위이론이 요청되었던 것

이다.

전통적 학문이론에 따른 학문의 근본명제들은 참이거나 혹은 그 어떤 정

당화도 필요로 하지 않는 타당한 가설로 간주되어 왔다. 그런데 그것들이 가

설이나 관습에 불과하다면, 왜 어떤 가설이나 관습만 다루고 다른 것들은 다

루지 않는가(Perelman 1980, 160). 이러한 문제는 자연과학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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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어떤 원리나 방법을 강조하지만, 정말 증명되어야 할 것은 당연한 것으로 

내버려두고, 증명되지 않은 것을 통해 다른 것들을 증명하는 것으로 증명을 

종결하는 학자들의 지적 태만에 대한 지적이다. 

상이한 수리논리학들이 가능할 때 그것들에게 자연언어와 같은 동일한 구

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 G. 프레게의 사상, 이를 방법론적 대화를 통해 정당

화할 수 있다는 P. 로렌첸12)의 사상을 언급하면서 페렐만은 다음과 같이 말

한다.

하나의 논리학을 선택하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문제가 제기되면 

비개인적인(비인격적인) 학문은 그것의 철학적이고 본래 인간적인 

토대로 되돌아가도록 지시한다(Perelman 1980, 160).

인용문은 논리학, 수학 등의 추상학문이 인간을 배제함으로써 이념성, 보

편성을 추구하지만, 이로 인해 오히려 그러한 학문들의 마지막 토대로서 학

문과 인간의 관계를 간과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그동안 학자들은 학문

에 있어서 인간의 개입과 작용은 오류만 낳을 뿐이라 생각하고 인간성, 개인

성 등을 학문 건설의 장애로만 여기고 학자들의 의견들이 관련될 수 있는 부

분을 간과해 왔다. 하지만 하나의 방법론에 대한 통일적인 이해가 설립되더라

도 이것은 일정한 기간과 분야에만 유지될 뿐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뉴턴의 중력법칙이 그러한 예이다(Perelman 1980, 161). 지속

적으로 변화하는 학문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도, 학자들의 학문적 논쟁도 학

문에 대한 인간적인 토대에 속한다. 특히 종교, 철학, 도덕, 법 등 아주 많은 

인문사회과학에서는 경쟁하는 주장들에 대해 찬반을 결정하는 좋은 근거들

이 제시되고 비판되는 논증행위에 의해서만 그 합리성을 얻어갈 수 있다. 이

12) P. 로렌첸은 페렐만의 신수사학이 출간된 같은 시기에 대화논리학으로서의 논
증이론을 다루기 시작한다. 그는 유럽에서 구성주의적 학문이론 연구로 이름을 떨
치는 독일 에어랑엔 학파를 창시한 학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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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페렐만은 자신의 학문관을 분명히 서술한다. 

모든 앎이 의존하는 필연적이고 명증적인 진리를 찾는 대신, 우리

의 철학을 다음과 같은 시야에 맞게 바꾸어야 한다. 즉 우리 문화, 제

도, 미래에 책임을 지면서 이성적이고 불완전하지만 점점 나아져 가

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오직 상호활동을 하는 인간과 

사회라는 것이다(Perelman 1980, 160).

여기에서 페렐만은 학문이란 무릇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학문의 이념을 

제시하고 있다. 근대 학문이 토대로 삼았던 명증성을 포기한다는 것은 학문

의 불완전성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는 부정적인 회의주의를 표방

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 체계 속에서 다원주의와 학문의 진보를 긍정적으로 

본다는 뜻이다. 그리고 무릇 학문의 소임은 궁극적으로 인간성과 인간의 삶

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논증행위이론

이라는 것이 바로 페렐만의 학문이론이다. 

Ⅳ. 마무리하며

이 글은 페렐만이 신수사학을 논증행위이론으로 규정했던 이유와 의미를 

좀 더 명료하게 해명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 법학에서 논리

학, 논리학에서 신수사학으로 진행된 페렐만의 학문적 관심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1938년 철학박사학위논문에서는 수학과 논리학에서 공리의 명

증성을 의심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1945년 그의 초기 법철학에서

도 정의에 대한 다양한 이해들을 포괄하고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형식

적 정의를 추구하였다. 하지만 가치판단의 기준을 정당화하지 못하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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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딪혔다. 1965년에 저술된 “정의에 대한 다섯 강의”에서 페렐만의 학문

적 이해가 변화되는 계기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정당화의 대상 그 자체가 벌써 논증[증명]의 대상과는 매우 다르

다. 논증[증명]이 진위 여부를 물을 수 있는 진술이나 명제로부터 전

개되는데 반하여, 정당화는 완전히 실천적인 성격의 것이다. 우리가 

정당화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어떤 행위, 어떤 종류의 형태, 어떤 행

위경향, 주장, 결정, 선택이다. (…) 

참인 진술을 추종하는 것은 합당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어떤 

진술이 참이라는 증명[입증]은 확실히 정당화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

한다. 그러나 어떠한 논증[증명]이나 증명[입증]도 어떤 공리나 규범

의 추종을 정당화시켜 주지는 못할 것이다. (…)

여러 세기 동안 논리학자들은 공리는 자명하거나 아니면 자의적

이라고 본 까닭에 공리의 선택을 정당화하는 문제를 무시할 수 있었

다. 공리를 자명하다고 보는 경우 명증성에는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

므로 선택의 여지란 없고 따라서 우리의 승인을 정당화할 필요가 없

다. 공리를 자의적인 것이라고 보는 경우 모든 선택은 똑같이 자의적

인 까닭에 어느 하나가 다른 것보다 낫다고 주장함으로써 어느 한편

을 정당화할 수 없다(페를만 1986, 115~116).

즉 페렐만은 처음 공리의 명증성 위에서 설립되는 체계로서의 학문을 지

향했지만, 공리의 명증성이나 어떤 공리의 선택을 정당화하는 데 한계를 인

식한 것이 신수사학을 발전시키는 데 큰 밑거름이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지

적이 1958년 신수사학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인식은 

1958년~1965년 사이 이루어진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 같은 학문의 토대에 

대한 논의는 학문이론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이 글은 페렐만의 논증행위이론으로서 신수사학을 학문이론적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그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페렐만은 논증행위이론을 설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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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에서 그동안 학문들이 형이상학적 ․권위주의적 ․과학주의적 ․관습
주의적 전제에 매몰되어 있음을 비판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데카르트로 대

변되는 수학을 모델로 하는 학문이론의 전통이다. 또한 논증행위이론은 이

론과 실천, 이상과 구체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놓치지 않음으로써 인본주

의, 인간성, 생활세계와 유리되지 않는 진리 개념과 학문의 이상을 재정립하

는 학문이론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페렐만의 신수사학은 인간이 한 공동체 

내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이성적 활동과 합리적 판단, 진리 검증과 인

식에 요구되는 설득, 비판, 합의로서의 논증행위의 목적 ․원리 ․방법 ․기술
에 대한 이론이다. 나아가 학문이론적 관점에서 보면, 모든 학문들의 원리를 

정당화할 수 있는 마지막 토대로서의 논증행위에 대한 이론을 설립함으로써 

인간과 사회에 책임을 지는 학문의 이상을 세우는 것이 페렐만의 학문적 목

표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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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cience Theoretical Character of New Rhetoric as 

Argumentation Theory Perelmans

Ha, Byunghak (Catholic Univ. of Korea)

Ch. Perelman defines his New Rhetoric as Argumentation Theory. If so, we can 

say, that his New Rhetoric is also a reduced Rhetoric. Because the argumentation is 

especially related to inventio and logos. This paper argues that Perrelman's New 

Rhetoric has the charcter of science theory. For this purpose, it deals with the 

change of his academic interest from law to logic, from logic to New Rhetoric. In 

order to overcome the law-positivism, he needed logic of value judgment and 

studied the modern logic Freges. However, the result was that he recognized the 

need to develop the New Rhetoric. The conversion of such a breakthrough 

academic interest was made by recognition of weaknesses of the deductive 

axiomatic. It is important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philosophy and 

rhetoric to identify the New Rhetoric Perelmans. However, the term  “philosophy 

of rhetoric” is difficult to characterize the New Rhetoric. Science theory is the field 

of study what science is anyway. Traditional science theory studies science in a 

static state, focusing on objectivity of knowledge, clarity of truth, and system of 

axiom. However, Perelman's theory of argumentation has a character of science 

theory that attends to humanity, life-world, and the interaction between theory and 

practice, universal and concrete. As a result, Perelman is aiming for the science 

that takes responsibility for human culture, institutions, and the future.

주제어:페렐만, 신수사학, 논증행위이론, 논리학, 학문이론, 철학

Key Words: Perelman, New Rhetoric, Argumentation Theory, Logic, Science 

Theory, Philoso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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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장 선출

2. 회칙 개정

3. 예산, 결산의 승인

4. 사업 계획의 승인

제2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

며 임시총회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 또는 이사회 결정 및 회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제3조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하고 그 결정은 출석 회원 과반수로 이루

어진다. 단 가부 동수일 때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5장 임원

제1조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명

2. 명예회장 약간 명

3. 윤리위원장 1명

4. 부회장 약간 명

5. 이사 및 간사 40명 내외

6. 감사 1명

제2조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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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윤리위원장은 전임회장이 맡으며 임기는 회장의 임기로 한다.

제4조 :감사를 제외한 임원들은 회장이 선임하며, 임기는 회장의 임기로 

한다.

제5조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 회 각종 행사 및 사업 전반을 총괄하며 부

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6조 :이사 중에 총무, 편집, 기획, 학술, 정보, 교육, 재무, 국제 협력, 섭외 

이사 등을 둔다.

제7조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본 회의 사업 전반과 제반 서무 및 경리 

일체를 감사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6장 이사회

제1조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들로 구성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조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본 회의 중요 사업을 기획, 심의, 의결, 집행한다.

1. 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 ·결산의 심의

2. 학술 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

3.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회 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

제3조 :이사회는 총회에 모든 사업을 보고하고 그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제7장 편집위원회

제1조 :편집위원회는 편집이사와, 이사회 또는 편집이사의 추천으로 회장

이 위촉하는 10명 내외의 편집위원들로 구성하며 그 위원장은 회장

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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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편집이사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 규정에 따르고 편집위원들의 임기

는 2년으로 하나 연임이 가능하다.

제3조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여 학회 이사회에 보고 후 이를 

시행한다.

1. 학회지에 게재 신청된 논문의 심사 및 편집상의 수정에 관한 사항

2. 학회지의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제4조 :편집위원회는 편집이사의 발의로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제5조 :편집간사는 편집이사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여 편집 관련 실무

를 담당하게 한다.

제8장 자산 및 회계

제1조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본 회의 기금 및 기부금

2. 회원의 회비 : 입회비 - 1만원, 정회원 - 3만원,

학생회원 - 1만원, 평생회비 - 30만원

3.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연구조성비

4. 학회 사업 수익금

제2조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본 회의 예산·결산은 전체 이사회의 의결 후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장 부칙

제1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들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2조 :본 회칙은 2003년 10월 11일부터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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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창립총회 및 1기 이사회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2004년 12월 31일까

지 임기 및 예산 집행을 보장한다.

제4조 :본 회칙은 2004년 12월 21일부터 발효된다.

제5조 :본 회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제6조 :본 회칙은 2014년 3월 31일부터 발효된다.



한국수사학회 연구윤리 및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2007.11.17. 제정

2014.03.31. 개정

2019.06.30. 개정

2022.02.26.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의의) 이 규정은 한국수사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의 연구에 관한 

윤리 및 진실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은 본 학회 회원과 학회의 사업 및 사업 관련

자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2장 연구자의 윤리 

제3조(저자의 의무)

1.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

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 

결과 출처를 명시함과 더불어 여러 차례 참조할 수는 있지만, 그 일부분

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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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책임

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3.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와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

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 업적을 인정받

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번역)에 기여했음에도 공

동저자(역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연구나 저술(번역)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등에서 적절하게 고

마움을 표시한다. 

4.연구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과 공동으로 연구한 논문을 투고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계획 혹은 특수관계인과의 논문 

공저 계획[별도서식]을 학회에 보고, 공개해야 한다. 

5.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

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

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

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

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6.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

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

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7.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

우에는 반드시 각주를 통해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

기를 통해 어디까지가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디서부터가 본인의 독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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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생각이나 주장 혹은 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조(편집자의 의무)

1.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편집, 발간 및 논문 심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

의하고 결정한다.

2.편집위원회는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

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다루어야 한다.

3.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심사자에게는 저자

에 대한 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되며,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는 저자 및 

논문의 내용 등 일체의 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4.명백한 오류, 왜곡된 결과가 출판되었을 때는 즉시 수정하고 저자 및 저

자의 소속 기관에 이를 알린다.

5.게재된 논문에서 윤리규정에 어긋난 행위가 발견된 경우, 논문 게재를 

취소한다.

6.편집위원회는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를 확정했을 시, 특수

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 진학 관련 학

교, 연구 관련 기관 등)에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절차

에 따라 통보한다.

7.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와 관련한 기타 사항은 한국연구재단의 ｢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 사항｣(2020.04.10. 개정

판)을 준수한다. 

제5조(심사자의 의무)

1.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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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유 없이 심사를 지연시키지 않는다.

2.심사 과정과 대상 논문에 대한 내용은 비공개로 하고 논문 제출자의 정

보 소유권을 존중한다.

3.심사위원은 심사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과정의 진실성이 의심될 때

는 심사를 거부한다.

4.요청받은 심사물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 출판되었거나 중복 심사 중이거

나 혹은 기타 결과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을 때는 편집위원회에 알린다.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 시행 지침

제6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부정행위를 막고 연구의 진실성과 연구자의 윤

리성을 확립하기 위한 한국수사학회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

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

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윤리성과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를 의미한

다. 연구부정행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가 포함된다.  

1.연구의 자료 ·과정 ·결과를 허위로 만들어내거나 인위적으로 조작·변

경함으로써 연구가 진실에 부합되지 않도록 하는 ‘위조 및 변조’ 행위

2.타인 또는 본인이 이미 발표한 연구내용 및 결과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

이 무단 발표하는 ‘표절’ 행위

3.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

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인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나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저자 표시’ 행위

4.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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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1.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 및 추천직 위원으

로 구성한다.

2.위원장은 윤리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은 총무이사와 편집이사가 겸임하

고, 추천직 위원은 회장이 본 학회 임원 중에서 지명하며, 위원장의 임기

는 2년,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3.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별도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9조(기능 ) 위원회는 본 학회 소속 연구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립에 관련된 각종 제도의 수립 ·운영에 관한 사항

2.연구부정행위의 예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3.기타 연구윤리 관련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10조(회의)

1.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주재한다.

2.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된다.

3.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연구부정행위의 조사)

1.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

혹이 있을 경우, 조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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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경우, 위원장

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조사위원회는 조사 대상 분야의 전문적인 식견 및 경험이 풍부한 3인 이

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3.당해 조사 사안 또는 피조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4.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조사 사실과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로 특정 위원

을 기피할 경우, 조사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3조(조사활동)

1.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 또는 참고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1항의 요구를 거부할 경

우, 조사위원회는 제보 사실을 근거가 없는 것으로 또는 피조사자가 혐

의를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제14조(진술기회의 보장 및 비밀유지의 의무)

1.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소명의 기

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2.제보 ·조사 ·심의 ·의결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인적 사항 포함)은 비

밀로 하되,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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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조사결과 보고)

1.조사위원회는 제8조와 제9조를 토대로 조사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

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2.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연구부정행위의 유형 및 관련 게재 논문

3) 피조사자의 혐의 입증 여부

4) 관련 증거

5)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혹은 변론내용과 그 처리 결과

6) 조사위원 명단 

3.위 2항의 보고서에 따라 조사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라고 판정한 경우,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

로 이를 의결 ·확정한 후, 지체 없이 회장에게 보고하고 제보자와 피조

사자에게 통보한다. 

제16조(결과에 대한 조치) 회장은 위원회에서 제10조 3항에 의거 연구부정

행위를 한 것으로 확정된 자나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행위 혐의에 대

한 조사 활동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 등에게 위해를 가한 것으로 판

명된 자에 대하여 다음 각항과 같은 조치를 집행한다.

1. 수사학전자판과 한국 연구재단 신고목록에서 해당 논문을 삭제한다. 

2. 한국수사학회 홈페이지 및 다음 호 수사학에 그 사실 및 조치사항을 
게재한다.

3. 해당 논문의 저자가 소속되어 있는 학교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4. 해당 논문의 저자는 향후 5년간 수사학에 투고할 수 없다.

제17조(운영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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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제정·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2022년 2월 26일 개정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2월 26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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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소식과 회원 출간 소식
(2022년 1월~2022년 4월)

●우리 학회 소식

한국수사학회에서는 2021년 3월 넷째 주 토요일(27일) ‘토크 콘서트’를 

시작으로 한 해 동안 수사학 아카데미를 성황리에 진행했습니다. 월례 발표

회는 “수사학을 만든 고전”이라는 제목으로 2022년 올해에도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계속될 예정입니다. 

‘수사학’/‘레토릭’이 무엇인지, 동서고금의 중요 텍스트를 검토하면서 이 

질문에 답해 나가려고 합니다. 발표 내용은 2022년 12월 한국수사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책자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2022년 수사학 아카데미 월례발표회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원 여러

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2022년 1월 22일: 이현서 “<손자병법>”

(2) 2022년 2월 26일: 이영훈 “라무스의 <수사학>”

(3) 2022년 3월 26일: 신의선 “중국 선시 속 선적 수사”

(4) 2022년 4월 30일: 하병학 “페렐만 <수사 제국>”

(5) 2022년 5월 28일: 박우수 “리처드의 <수사학의 철학>-18세기 스코틀랜

드 계몽주의 수사학”

(6) 2022년 6월 25일: 전성기 “미셸 메이에르의 <제문론적 수사학>”

(7) 2022년 7월 23일: 전종윤 “리쾨르의 <역사와 진리>에서 본 수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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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22년 8월 27일: 이재원 “기퍼의 <언어 상대성 원리는 있는가?>”

(9) 2022년 9월 24일: 최선경 “한국 선인들의 문장론과 작문론”

(10) 2022년 10월 22일: 이상철 “텍스트 미정-미국 현대 수사학과 커뮤니케

이션학” 

(11) 2022년 11월 26일: 김종영 “크나페 <현대 수사학>”

●회원 출간 소식

<영웅의 탄생> (김월회, 김헌, 김유석 등 지음, 혜화동 2022년 2월 21일)

알렉산드로스를 비롯해서 플루타르코스의 작품 속 인물들은 그리스 로마 

역사 속에서 한 획을 그은 영웅들이다. 하지만 그들의 삶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서도 재현되는, 우리의 다양한 모습들이 담겨 있다. 그 영웅들의 성장과 성

공, 실패와 몰락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 삶을 

새롭게 이끌어 나갈 힘을 얻을 수 있다. (3장 영웅의 성공과 몰락 중)

결국 이들을 자객으로 내몬 것도 또 영웅으로 빚어낸 것도 그들을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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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의 상황이었다. 그 상황에는 치세라는 말보다는 난세라는 말이 훨씬 잘 

어울린다. 1980년의 광주는 오랜 군부독재의 부패와 부조리가 폭발하듯 터

져 나왔던 시절이고, 예양과 형가가 살았던 시절은 봉건제라는 사회 질서가 

우르르 무너지고 군사력과 경제력 같은 완력을 발판으로 새로운 질서를 모

색하던 때였다. (13장 영웅과 자객 사이 중)

<군자 프로젝트- 논에에서 말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십> (안성재 지음, 어
문학사 2022년 3월 9일)

그렇다면 군자와 젠틀맨은 모두 인격이 훌륭한 인물이라는 오늘날의 뜻과

는 달리, 본래 국민의 귀감이 되는 지도자 계급이라는 신분적 의미를 지녔습

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사회를 되돌리기 위해서 원래 

의미로서의 군자를 많이 양성해야 하는데, 문제는 어떡해야 다시 현대판 군

자들을 키워낼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 해답이 고스란히 논어안에 담겨 
있으니, 이제 군자가 되는 방법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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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의 그리스로마신화> (김헌 지음, 을유문화사 2022년 3월 30일)

이제 여러분을 신화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대부분 신과 영웅의 이야기입

니다. 영웅은 신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반신반인의 존재로서 신적인 능력

과 신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려는 강렬한 욕망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인간이

기에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신과 인간의 경계선에서 추락하는 존재입

니다. 그러나 영웅이든 신이든 모두 인간의 본성을 비춰 주는 거울임에는 변

함이 없습니다. 



한국수사학회 수사학편집위원회 규정

2004.02.05. 제정 

2004.09.15. 개정 

2007.01.15. 개정

 2014.03.31. 개정

2017.10.17. 개정

2019.06.30. 개정

2022.02.26. 개정

제1조(목적) 본 위원회는 한국수사학회 편집위원회라 칭하며, 한국수사학회

의 회칙에 의거하여 수사학발간을 위한 조직 구성과 운영 및 학회지 게
재논문의 심사와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1. 편집위원회는 이사회와 별도로 상설 구성하며,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2. 편집위원회는 회장이 위촉하는 1인을 위원장으로 하고 10인 내외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3. 편집위원은 본 학회 회원 가운데 수사학 연구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들

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은 탁월한 학술연구 성과, 지역 대표성, 경력을 갖

춘 자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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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임기) 

1.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이사회 임원의 임기에 준하여 2년으

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결원이 생길 경우, 즉시 새 편집위원을 위촉하며 새 편집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직무)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간을 주관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의 선정 및 편집상의 수정에 관한 사항

2. 학회지 편집, 출판에 관한 사항

3. 논문심사위원의 선정과 위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본 학회가 주관하는 번역서와 연구서 및 교재 등의 출판 및 보급

에 관한 사항

제5조(학회지 투고)

1. 학회지 투고 자격

1) 투고자는 본 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2) 정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투고 가능 여부

를 결정한다.

3) 학술논문 이외의 경우 자격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투고 원고의 요건

1) 학술논문, 국내외 신간 서평, 번역 서평, 국제 학술대회 보고, 새로운 

강의 개발에 관한 제언 등 수사학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

양한 성격의 원고를 기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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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학회지에 공고되어 있는 투고 규정과 원고작성지침에 맞게 작성

된 원고만 접수한다.

3) 다른 곳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원고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4) 학술논문의 경우 동일호에 1인 1편만 투고할 수 있다.

제6조(편집회의)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간을 위하여 각 호당 2회의 정시 편

집회의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장이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

1. 제1차 정시 편집회의는 해당 호 학회지 제작 발행 및 논문심사와 관련된 

전반 사항을 논의하고 심사위원을 선정 ·위촉한다.

2. 제2차 정시 편집회의는 논문심사를 종합하고 <게재 가>, <게재 불가> 

논문을 판정한다. 또한 <수정 후 게재> 및 재심사 논문을 처리하고 다음 

호 논문 발행에 관한 전반 사항을 논의한다.

3.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논문심사 및 게재) 학회지 게재논문은 두 단계의 심사평가 절차에 의

하여 게재 여부를 확정한다.

1. 각 심사위원은 본 학회의 심사기준에 따른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와 

평가를 해야 한다.

2.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편집위원회가 판정하여 의결한다.

제8조(논문심사 위촉 및 의뢰)

1. 제1차 편집회의에서 편집위원들의 의결을 거쳐 심사위원을 선정, 위촉

한다.

2. 심사위원은 각 논문 주제별로 연구업적이 탁월한 본 학회 회원 가운데 

위촉한다. 단 학회 회원 가운데 적절한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없는 경우

에는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원이 아닌 해당 분야 전공자에게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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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의뢰할 수 있다.

3.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은 논문마다 3인을 위촉하

며, 투고자와 동일 기관의 심사자는 배제한다.

4. 편집위원이 투고한 경우, 심사위원 선정 및 위촉에 관여하지 않도록 한

다.

5.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명을 받아 본 학회 편집위원회 제 9조 2항의 

심사기준을 명시한 통일된 논문심사양식을 각 심사위원에게 발송한다.

6. 심사의뢰 시 논문심사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편집위

원장은 심사의뢰서에 투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처를 취한다.

제9조(심사 및 평가)

1. 심사의뢰를 받은 심사위원은 본 학회의 소정 심사기준에 따라 객관적이

고 공정한 심사를 한다.

2. 논문심사는 아래의 심사평가서 항목에 따라 평가한다.

평가 항목 기준 배점

연구주제의 창의성과 중요성 15 15, 12, 9, 6, 3

연구 방법의 타당성과 적절성 15 15, 12, 9, 6, 3

연구내용의 충실성과 완결성 15 15, 12, 9, 6, 3

논지 전개의 일관성과 정합성 15 15, 12, 9, 6, 3

연구 결과의 학문적 기여도 15 15, 12, 9, 6, 3

초록의 완성도와 질적 수준 10 10, 8, 6, 4, 2

학술지 성격과의 부합성 10 10, 8, 6, 4, 2

투고 규정 준수 여부 5 5, 4, 3, 2, 1

3. 심사위원은 본 학회의 소정 양식의 심사의견서에 평가등급 및 평가의 

내용과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한다.

4. 평가는 다음의 4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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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등급 총점
게재 가 90-100

수정 후 게재 80-89

수정 후 재심사 70-79

게재 불가 0-69

5. 연구윤리규정 위반 및 중복 게재 논문은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1) 수사학에 투고된 논문이 심사위원이나 한국수사학회 윤리위원회
에 의해 표절 및 기타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논문

의 게재를 불허한다.

2) 수사학에 게재된 논문이 한국수사학회 윤리위원회에 의해 표절로 
판정된 경우, 해당 논문의 게재를 취소한다.

3) 수사학에 게재된 논문은 원칙적으로 다른 곳에 중복으로 게재할 
수 없다. 다만, 학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 다른 곳에 게재 및 출판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게재한 저서의 서문 혹은 논문의 첫 쪽 하단에 반드

시 다음과 같이 명기해야 한다. “이 논문은 수사학00집 0-000쪽에 

게재되었던 것으로 학회의 동의를 얻어 원문 그대로(혹은 “원문을 수

정 보완하여”) 게재한다.” 위 사항 위반 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

재를 가할 수 있다.

6. 연구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과 공동으로 연구한 논문을 투고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계획 혹은 특수관계인과의 논문 

공저 계획[별도서식]을 학회에 보고, 공개해야 한다. 

제10조(종합판정의 세부기준) 종합판정은 아래 심사판정표에 따라 결정하

되, 표에 제시되지 않은 판정이 나오거나 논의가 더 필요한 경우는 편집위

원회의 논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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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판 정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불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제11조(게재논문의 선정) 편집위원장은 심사가 완료되면 제2차 편집회의를 

개최한다.

1. <게재 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재논문으로 선정된다.

2.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즉시 투고자에게 수정 및 수정보고

서 제출이 요청되며, 편집위원회는 수정 여부를 확인하고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3.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정해진 기한 내에 수정 후 편집위

원장이 위촉한 제4, 제5 재심위원에게 심사를 받는다. 이때 투고자는 수

정된 논문 원고와 수정보고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재심사비를 납부해야 

한다. 

4. 재심사의 대상이 된 논문은 모든 심사위원에 의해 <수정 후 게재> 이상

의 평가를 받아야 재심사에 통과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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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게재 불가> 등급을 받은 논문은 동일한 제목으로 본 호에 재투고할 수 

없다. 단, 다음 호에 동일 제목으로 투고 시 대폭 수정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를 첨부하여 투고해야 한다.

6. 편집위원장은 최종결정을 모든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7.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보완을 요구할 때 심사자의 신

분을 노출하지 않는다.

8. <게재 가> 판정을 받았더라도 다음의 경우는 게재하지 않는다.

1) 다른 학술지에 이미 발표된 논문으로 확인된 경우

2) 학위논문이나 저서 등에서 부분 발췌한 논문

제12조(이의제기 처리)

1.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의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 심사 결과 통

보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투고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차기 회의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3.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편집위원회는 새로운 심사위원 2

인을 위촉하고, 재심사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우 재심

은 논문의 원본 원고를 대상으로 하며, 투고자는 소정의 재심사비를 납

부해야 한다.

제13조(학회지 제작 및 발행)

1. 학회지 제작에 관련된 제반 실무는 편집이사가 담당한다.

2. 학회지 발행 예정일은 매년 4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제14조(초청강연원고와 특별기고논문) 초청강연원고와 특별기고논문은 편

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고 자격과 무관하게 그리고 심사과정 없이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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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될 수 있다.

제15조(시행일자)

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17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수사학회의 통례에 따른다.

부  칙

2019년 6월 30일 개정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6월 3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22년 2월 26일 개정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2월 26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한국수사학회 수사학논문 투고 규정

2004.05.15.  제정

2004.10.05.  개정

2007.01.15.  개정

2014.03.31.  개정

2015.10.09.  개정

2019.06.30.  개정

2020.06.30.  개정

2022.02.26.  개정

제1조(투고 자격)

1.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연회비를 성실히 납부한 자이어야 한다. 

2. 회원이 아닌 경우는 이사회가 결정한다.

제2조(투고 제한)

1. 타학회지와의 중복 투고는 제한한다. 

2. 다른 곳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3. 동일호에는 1인 1편의 논문만 투고할 수 있다.

4. 윤리위원회의 판단 결과, 유사 또는 중복되는 주제로 연속 투고된 논문

은 접수를 제한한다. 

5. 연구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과 공동으로 연구한 논문을 투고하고자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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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사전에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계획 혹은 특수관계인과의 논문 

공저 계획[별도서식]을 학회에 보고, 공개해야 한다. 

제3조(투고 내용 및 방법)

1. 학술논문으로서 수사학의 제반 문제를 대상으로 한 이론적, 역사적, 실

용적 연구에 한정한다.

2. 원고는 수사학스타일에 맞추어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 분량으로 

작성하며, 학회 온라인 투고시스템에 투고한다.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s://rhetorica.jams.or.kr 

3. 논문 투고 시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에서 “윤리규정서약서”에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한다.

4. 논문 투고 시 국내 문헌의 경우 KCI 논문유사도검사를 실시하여 결과보

고서를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에 반드시 첨부하며, 외국어 논문인 경우 

‘턴잇인’ 등과 같은 표절 검색 전문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권장한다.

5. 모든 논문은 원고 앞에 국문요약을, 원고 말미에 영문요약을 첨부하되, 

그 분량은 20줄 내로 한다. 

제4조(투고 기한) 학회지는 연 3회 발행하며, 원고접수 마감은 매년 2월 28일

(4월 30일 발행), 7월 31일(9월 30일 발행), 10월 31일(12월 31일 발행)로 

하되 투고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저작권 동의)

1. 수사학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향후 게재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
(지적재산권)은 본 학회에 귀속되며, 투고된 논문의 게재 확정을 저자에

게 통보하면 저작권 및 전송권은 이후 본 학회에 이양된 것으로 간주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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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 학술지에 투고하여 심사 중이거나 다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동일 

내용의 원고는 게재할 수 없으며, 수사학에 게재된 논문은 동의 없이 
다른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또한 심사 결과가 <게재 가>로 확정된 

논문의 투고자는 온라인 투고시스템에 최종 제출물을 제출할 때 ‘저작

물 이용 허락(CCL)’설정에서 ‘사용’을 선택하고 ‘저작물을 영리목적으

로 이용’에서 ‘허락하지 않음’을 선택하며, ‘저작물의 변경 또는 2차 저

작’을 ‘허락하지 않음’을 선택해야 한다. 

3. 투고자는 한국수사학회가 전문 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집행하는 수사
학게재논문에 대한 PDF 파일의 판매 서비스와 한국수사학회 및 한국

학술지인용색인(KCI)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논문 열람 서비스의 저

작권 양도에 동의해야 한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서비스 제공 

일체)

제6조(심사료와 게재료)

1. 논문 투고 시 투고자는 소정의 심사료(6만원)와 입회비(1만원) 및 연회

비(3만원)를 납부한다. 단, 외국어 논문인 경우, 9만원의 심사비를 납부

한다.

2. 게재가 확정되면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한다. 학회지에 인쇄된 면수를 

기준으로 편당 20쪽 이내의 논문은 10만원으로 한다. 논문이 20쪽을 초

과하면 초과한 1면당 10,000원을 추가 부담한다. 연구비 수혜 논문임을 

표기할 경우, 교내 지원논문은 10만원을, 교외 지원논문은 20만원을 추

가한다. 

제7조(시행일자)

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19년 0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수사학회의 통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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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20년 6월 30일 개정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6월 3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22년 2월 26일 개정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2월 26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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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사학회지 수사학원고 작성 지침

2004.05.15 제정 

2004.10.05 개정 

2007.01.15 개정 

2016.10.09 개정

2017.10.17 개정

2019.06.30 개정 

1. 원고형식

(1)원고는 학회가 정한 방식에 따라 글로 작성한다. 원고작성지침은 

학회 홈페이지 또는 수사학회 JAMS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수사학회 홈페이지 : http://www.rhetorica.org

수사학회 JAMS 홈페이지

: https://rhetorica.jams.or.kr/co/main/jmMain.kci 

(2) 원고분량은 학회에서 정한 편집용지 20쪽을 기준으로 하며, 원칙적으

로 30쪽을 초과할 수 없다.  

(3) 논문작성을 시작하기 전 를 누르고 → 바탕글을 제외한 모든 기존

의 스타일 항목을 삭제한 후 → 창의 오른쪽 두 번째 메뉴인 ‘스타일 

끼워 넣기’에서 다운받아 놓았던 rhetorica.sty을 추가하고 나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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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을 시작한다. 

2. 제목

(1) 국문 논문의 경우 논문 제목은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한글로만 표기

한다. 

(2) 제목과 부제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을 바꾸고 줄표(—)로 

구분하며, 부제목은 작은 활자로 표기한다. 

3. 필자명 (소속)

(1) 필자명과 괄호 친 소속 사이는 한 칸을 띄고 쓴다. 

김수사 (수사학대학교)

(2) 공동연구 논문일 경우, 필자명은 ‘주저자명 (소속) · 교신저자명 (소

속)’의 순서로 표기한다. 단, 주저자와 교신저자의 소속이 같은 경우 

소속을 한 번만 표기한다. 

김수사 (수사학대학교) ․박수사 (레토릭대학교)

김수사 ․박수사 (수사학대학교)

4. 본문

(1) 한글-외국어 병기

-유명사나 개념에 해당되는 외국어 원어는 처음 나올 때만 병기하고 

두 번째부터는 한글로만 적는다. 외국어를 병기할 때에는 한글에 붙

여 괄호 속에 넣는다. 예: 크나페(Kn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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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으로 알려진 인명, 지명, 문헌명은 한글로만 표기한다.

-의미의 혼동 가능성이 없는 자명한 낱말은 한글로만 표기한다. 

(2) 부호 

①단행본, 잡지, 신문: 
②문헌 속의 글, 개별 논문, 개별 작품: ｢｣로 표기 
③영화, 공연: <   >  

④문헌의 출판연도: 문헌 기호의 바깥쪽에 (   )로 표기  

고대수사학(2012)에서 

⑤직접인용은 큰 따옴표 “   ”로, 간접인용, 재인용, 강조는 ‘  ’로 표기

한다. 

(3) 인용

-짧은 인용은 본문 속에, 3행 이상의 긴 인용은 행을 바꾸고 좌우 여백

을 둔 문단을 따로 만들어 쓴다. 

-인용 문단은 위아래로 한 줄씩을 띄어 만들며 인용부호(따옴표)는 

생략한다. 

-번역문과 원문을 병기할 경우, 번역문을 먼저, 원문을 나중에 쓴다. 

-번역문과 원문은 한 줄을 띄지 않고 붙여 쓴다. 

-별행 인용 출전은 본문 안에 내주(본문주)로 제시한다. 저자명과 발

행연도 사이에는 한 칸을 띄우며, 발행연도 다음에 쪽수가 나오면 콤

마를 찍는다. 저자명은 서양어의 경우 성만 표기한다.

(김수사 2019, 123) (McLeod 1995, 87)

-두 가지 이상의 인용 출전을 같이 표기할 때는 세미콜론(;)으로 구별

한다. 

(김수사 2013, 133; 이수사 2018,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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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순 인용 각주는 가급적 달지 않도록 한다. 다만, 본문의 논의 전개에 

꼭 필요한 정보일 때, 그리고 재인용이어서 원래의 저술을 밝힐 필요

가 있을 때에 각주로 처리한다. 인용의 출처는 아래 예들을 참조하여 

내주로 일관성 있게 제시한다. 

이 ‘발명’의 능력은 갈릴레이와 뉴턴 이래 근대과학의 핵심적 인식

능력으로 간주되었다(Böhme 2005, 109).

이런 측면에서 보수적 혁명은 필연적으로 반동적 성격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안수환 2007, 78).

이 작품을 중심으로 한 문화콘텐츠와 미디어매체의 관계에 대해서
는 국내에서도 이미 연구되었다(박성은 2003; 김정배 2011).

크나페(2015, 29 이하)에 의하면 ……

(5) 각주에서 다루는 인용의 출처도 각주의 본문에 내주로 제시한다.

5. 표와 그림

(1) 표와 그림에는 일련번호를 붙이되, 표에는 < >, 그림에는〔〕과 같은 
괄호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예: <표 1>, 〔그림 1〕)

(2) 그림의 개체 속성은 ‘글자처럼 취급’으로 처리한다.

(3) 표 제목은 표 상단의 왼쪽 정렬로 작성하고, 그림 제목은 그림 하단의 

가운데 정렬로 작성한다. 

6. 참고문헌

(1) 참고문헌 목록은 본문에서 인용 또는 언급된 것으로 제한한다.

(2) 문헌배열 순서: 국문 문헌-외국어 문헌의 순서로 배열하되, 국문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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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저자명의 가나다 순으로, 외국어 문헌은 저자명(성)의 알파벳 순으

로 정렬한다.

(3) 국문으로 된 논문은 ｢｣안에, 저서는 안에 표기한다. 

(4) 외국어로 된 논문은 “ ”안에, 저서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5) 저널이나 단행본 안에 들어 있는 글이나 논문의 경우, 반드시 게재된 

쪽 수를 밝힌다. 

(6) 저자명에 붙여 괄호 속에 발행연도를 표기하고 콤마로 구분한다. 그 

뒤에 논문이나 책 제목을 표기한 후 다시 콤마를 찍고 발행지와 출판

사를 적는다. 

(7) 잡지나 단행본 안에 들어 있는 외국어 논문의 경우 “  ” 안에 표기하고, 

반드시 쪽수를 밝힌다. (이때 쪽수 기호는 넣지 않는다.)  

(8) 국문으로 된 저서는 출판사만 밝힌다.

(9) 외국어 논문인 경우 출판지와 출판사를 출판지: 출판사의 형식으로 

밝힌다.   

바르트, 롤랑(1991),사랑의 단상(김희영 옮김), 문학과지성사. 

박성철(2004), ｢외교텍스트의 수사학적 분석-연설유형론과 착상 

영역을 중심으로｣, 독일문학89, 343-361. 

푸어만, 만프레트(2012), 고대수사학(김영옥 옮김), 시와 진실. 

Gutting, Gary(1994), The Cambridge Companion to Foucaul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McLeod, Owen(1995), “Aristotle’s Method”, History of Philosophy 

Quarterly 12(1), 1-18. 

번역자가 있는 경우: Eikenbaum, Boris(1972), The Young Tolstoi, 

Kern Gary(trans.), Ann Arbor: Ardis.

吴铃(2005), ｢汉语手语语法研究｣, 中国特殊教育8, 15-22.

편집자가 있는 경우: Knapp, Liza(2003), “The Setting”, Approa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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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eaching Tolstoy’s ‘Anna Karenina’, Liza Knapp and Amy 

Mandelker(Eds.), New York: Modern Language Association of 

America, 1-50. 

7. 각주와 참고문헌 작성 시 주의사항

(1) 각주와 참고문헌 작성 시 끝에 마침표(.)를 찍는다.

8. 요약 

(1) 모든 논문의 원고 앞에 국문 요약을, 원고 말미에 영문요약을 첨부하

되, 그 분량은 20줄 내외로 한다.

(2) 외국어 요약에서 한국인 저자의 로마자 성명은 ‘성, 이름’ 순서로 표

기하고, 반드시 아래의 스타일을 따른다. 

Hong, Gildong 

(3) 소속 대학은 약식표기 ‘Univ.’로 통일하여 표기한다.

(4) 외국어 요약에서 작품명이나 책제목은 겹낫표()가 아닌 이탤릭체
로 표기한다.

(5) 인용부호는 한글식 인용부호로 통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외국어 요약은 논문 제출 이전에 원어민의 교정을 받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9. 주제어

요약 뒤에 논문의 주제어를 논문의 언어와 논문초록의 언어로 구분하여 각

각 5개 내외로 기입한다.

주제어:

Key Words: 



10. 투고자 인적사항 

주제어 뒤, 원고 말미에 투고자의 이름, 소속, 직위, 이메일 주소를 아래와 같

이 기입한다. 저자의 직위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시간강사 등으로 표기하

며, 대학원생의 경우 전공과 학위과정을 명확하게 명시한다. 이때, 논문의 집

필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제1저자, 제2저자 순으로 기재하며, 저자명 옆에는 

괄호로 주저자 및 교신저자 등을 밝힌다. 

 


김수사

수사대학교 수사학과 교수(부교수, 조교수, 강사, 연구원, 대학원생, 등등)

이메일: susa@rhetoric.ac.kr 

김수사(주저자)

한국수사학대학교 수사학과 교수

이메일: Susa@university.ac.kr

박수사(교신저자)

한국레토릭대학교 수사학과 부교수

이메일: rhetoric@universit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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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그 밖의 사항은 아래의 원고작성 양식을 따른다. 

(1) 편집용지(F7) 

용지종류 사용자 정의 폭: 148     길이: 225

용지방향 세로 맞쪽

용지여백

위쪽: 16 머리말: 14

안쪽: 20 제본: 1.0

바깥쪽: 20

꼬리말: 10 아래쪽: 15

(2) 기본값(본문의 스타일) 

문단모양 글자모양

여백
왼쪽

여백
오른쪽

줄
간격

정렬
들여
쓰기

글꼴
장평
(%)

자간
(%)

크기
글자
속성

일반값(default) 0 0 170 양쪽 0 신명조 90 -8 10 보통

논문제목 0 0 170 가운데 0
국문 윤고딕140 100 -12 14.2 보통
영문 Arial 100 -12 14.2 보통

부제목 0 0 170 가운데 0
국문 윤고딕130 100 -12 11.6 보통
영문 Arial 100 -12 11.6 보통

필자명 (소속) 0 0 170 오른쪽 0
국문 윤명조130 100 -12 10.2 보통

영문 Times New Roman 100 -12 10.2 보통

본
문

내용 0 0 170 양쪽 10
국문 윤명조130 100 -12 10.7 보통
영문 Times New Roman 100 -12 10.7 보통

대제목: I II 0 0 170 양쪽 0
국문 윤고딕330 100 -12 11.6 보통
영문 Arial 100 -12 11.6 보통

중제목: 1 2 0 0 170 양쪽 0
국문 윤고딕330 100 -12 11.2 보통

영문 Arial 100 -12 11.2 보통

소제목: 1) 2) 0 0 170 양쪽 0
국문 윤명조330 100 -12 11.2 보통
영문 Times New Roman 100 -12 11.2 보통

인용문/예문 20 15 158 양쪽 0
국문 윤명조120 95 -12 10.5 보통
영문 Times New Roman 95 -12 10.5 보통

각 주 0 0 145 양쪽 -15.5
국문 윤명조130 98 -12 9.5 보통

영문 Times New Roman 98 -12 9.5 보통
참
고
문
헌

참고문헌 타이틀 0 0 160 왼쪽 0 국문 윤고딕120 100 -12 11.2 보통

참고문헌 내용 0 0 160 양쪽 -20
국문 윤명조130 98 -12 10.7 보통

영문 Times New Roman 98 -12 10.7 보통

논
문
초
록

Abstract 0 0 160 왼쪽 0 영문 Arial 100 -12 10.2 보통

제목 0 0 160 가운데 0
국문 윤고딕120 100 -12 11.2 보통

영문 Candara 100 -12 11.2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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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들여쓰기 -15.5”는  “내어쓰기 15.5”를 의미함. 

(3) 특기 사항 

- 각주 1)~9)까지는 맨 앞 한 칸을 띄고 각주 번호를 시작한다. 

- 외국어 논문에서는 괄호의 앞뒤로 반드시 한 칸을 띄고 쓴다. 

- 낫표와 겹낫표를 입력할 때는 글 상단 바에서 “도구 → 글자판 → 

글자판 바꾸기 → 기타 → 겹낫표 입력”을 차례대로 선택, 설정하여 

사용한다.

부제목 0 0 160 가운데 0
국문 윤고딕120 100 -12 10.2 보통
영문 Arial 100 -12 10.2 보통

필자명/소속 0 0 160 오른쪽 0
국문 윤명조120 100 -12 9.8 보통

영문 Times New Roman 100 -12 9.8 보통

내용 0 0 150 양쪽 10
국문 윤명조120 95 -12 9.8 보통
영문 Times New Roman 95 -12 9.8 보통

주제어(논문의 언어, 
영어)/ 필자의 이름, 
소속, 이메일 주소)

0 0 160 양쪽 0
국문 윤명조130 100 -12 10.2 보통

영문 Times New Roman 100 -12 10.2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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