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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修辭)’의 의미와 변천 양상*

- “수사입기성(修辭立其誠)”을 중심으로 -

1)

김월회 (서울대학교)

[국문요약]

근대 이전 중국에는 오랜 미문 전통과 언어 담론 전통이 형성되어 있었다. 수사

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 아래서 이해되고 활용되어 왔다. 곧 레토리케(rhêtorikê)의 

번역어로 선택됨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이해와 활용의 역사를 지녀왔다. 『역경』 「문

언전」의 “수사입기성(修辭立其誠)”에서 비롯된 수사라는 말에 대한 역대의 이해는 

크게 다음 네 가지로 대표된다. 첫째는 “말을 닦다”이다. 이는 말에는 윤리 지향성

이 내재되어 있고 수사는 이를 드러내어 빛나게 한다는 의미라고 본 것이다. 둘째는 

“문치교화를 펼치다”이다. 이는 수사에 대한 경세(經世)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는 “말을 꾸미다”이다. 곧 말의 미문 지향성을 구현하다는 뜻이다. 수사에 대한 

예술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는 “말을 성찰하다”이다. 이는 주로 성리학자에 

의해 시도되었다. 수사에 대한 이러한 역대의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하

나는 윤리적 차원에서의 관점으로, 수사를 말의 진실성을 갖추는 활동으로 이해하

거나 문치교화를 펼치는 활동, 윤리적 차원에서 말을 성찰하는 활동으로 이해한 것

이 그 예이다. 다른 하나는 예술적 차원에서의 관점으로 수사를 말을 아름답게 꾸미

는 활동으로 이해한 것이 그것이다. 다만 예술적 차원에서 수사에 접근했을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윤리적 지향과의 합일 속에서의 이해였다. 곧 수사라는 표현에 

대한 이해에서 윤리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예술적 차원에서의 접근보다 훨씬 우선

되고 주류였다.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니
다.(NRF-2019S1A5C2A04080968). 한편 이 논문은 김월회(2005)의 후속편으로, 상
기 논문에 전개된 논의 중 다수의 오류에 대한 수정, 보완의 의미를 지닌다. 

수사학 제44집
2022년 9월 30일 09-38쪽
DOI: https://doi.org/10.31325/KJR.2022.9.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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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레토리케(rhêtorikê)’는 처음에는 ‘미사학(美辭學, 아름다운 글에 대한 

학)’ ․ ‘선론지리(善論之理, 논변을 잘 하는 이치)’ ․ ‘선언지법(善言之法, 말

을 잘 하는 법)’ 정도로 번역되었다. 그러다 ‘수사학(修辭學)’이라는 표현으

로 정착된다. 서구문명을 긍정하고 그 실과를 번역 소개함으로써 근대 중국

에 큰 영향을 미친 엄복(嚴復)이 ‘언어과(言語科, 말에 대한 학)’라고 번역했

음에도 수사학이라는 말이 최종적으로 선택된다. 

이는 언어라는 표현보다는 수사라는 표현이 상대적으로 선택될 여지가 많

았기 때문이다. 수사라는 표현이 레토리케가 품은 ‘말의 기술’ 내지 ‘설득의 

기술’ 같은 뜻과 더 잘 어울릴 여지가 많았기에 그러하다. 물론 언어라는 표현

이 “말의 기술”이나 “설득의 기술”이란 뜻과 연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논

어』에 보면 공자가 덕행 ․언어 ․정사 ․문학의 네 분야로 나누어 몇몇 제자들
의 장점을 꼽은 대목이 나온다.1) 여기서 언어는 말을 온당하게 잘함을 뜻하

는 말로 쓰였다. 그러나 언어라는 표현을 접할 때 이러한 용례가 우선하여 떠

오른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언어라는 표현은 아름다운 글[美辭], 뛰어난 논

변[善論], 빼어난 말[善言] 등의 뜻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고 그러한 

뜻을 직관적으로 현시하지도 않는다. 반면에 수사라는 표현은 그러하지 않

다. 게다가 수사는 미문(美文) 지향이라는 한문의 성향체계와도 긴밀히 연계

된다. 수사는 “말을 꾸미다” 내지 “문채가 가해진 말[文辭]”의 뜻으로도 쓰이

기 때문이다.2) 한문을 문언(文言), 그러니까 문채가 가해진 글이라고 부른 

데서 알 수 있듯이 한문은 본성적으로 미문을 욕망한다. 전근대시기 최고의 

1)덕행에는 안연 ․민자건 ․염백우 ․중궁이 있고, 언어에는 재아와 자공이 있으며, 정사
에는 염유와 자로가 있고 문학에는 자유와 자하가 있다(德行, 顔淵閔子騫冉伯牛仲
弓. 言語, 宰我子貢. 政事, 冉有季路. 文學, 子游子夏). - 『논어(論語)』 「헌문(憲問)」.

2) 『漢語大詞典』의 ‘修辭’ 항목에는 수사의 뜻으로 “글을 짓다”, “문사”, “문사를 입히
다”의 3가지가 제시되어 있다(羅竹風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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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이론서인 『문심조룡(文心雕龍)』을 저술한 유협(劉勰)이 “예로부터 글이

란 아름답게 다듬어 꾸밈을 본체로 삼았다”3)고 선언한 까닭이다.4) 반면에 

언어라는 표현 자체에는 이러한 한문의 본성적 성향체계와 직접적으로 연관

된 뜻이 들어 있지 않다. 언어라는 표현에서 미문을 계기적으로 떠올릴 근거

도 미약하다. 언어과라는 표현보다는 수사학이라는 표현이 레토리케의 번역

어로 선택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넓었던 것이다. 하여 지금은 레토리케의 번

역어로 수사학이란 표현이 한 ․중 ․일 모두에서 일반화되어 있다. 다만 이 과

정에서 레토리케가 원래 지니고 있던 의미는 조정을 거치게 되어 수사는 ‘글

을 아름답게 꾸밈’, 수사학은 그러한 수사에 대한 학문 정도의 뜻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그러나 수사라는 말은 레토리케의 번역어로 수사학이 선택되기 전부터 오

랜 세월에 걸쳐 여러 의미로 이해되어 왔다. 하여 “레토리케의 번역어의 일

부로 선택되기 전 수사는 어떠한 의미로 쓰였을까?” 하는 물음을 던져볼 필

요가 있다. 수사학이라는 표현은 쓰이지 않았지만, 그 일부인 수사라는 표현

은 레토리케가 유입되기 한참 전부터 한문 글쓰기의 전통과 밀접한 연동 아래 

사용되었기에 그러하다. 게다가 문언이라고도 불리는 한문의 미문 전통은 가

장 이른 시기의 문헌이라고 할 수 있는 『시경(詩經)』 ․ 『서경(書經)』 ․ 『역경(易

經)』 등에서 이미 본격적으로 구현되어 있다. 전근대시기 중국에서는 3,000

여 년에 육박하는 유장한 미문 전통이 형성되어 있었음이다. 말 자체에 대한 

사유도 늦어도 공자의 시대에는 이미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논어』에

서는 전체 500여 장 가운데 65장에서 말에 대하여 담론했을 정도이다. 2,500

3)古來文章, 以雕縟成體. - 『문심조룡』 「서지(序志)」.

4)전근대시기 중국의 경우, 말에 대하여 상반된 두 가지 관점이 있었다. 하나는 말에
는 문채가 내재되어 있지 않다는 관점이다. 문채는 “文은 바탕에 수식을 가한 것이
다(文爲質飾者也)”(『한비자(韓非子)』 「해로(解老)」)라는 언급에서 볼 수 있듯이 외
부로부터 가해진 것으로 보는 관점이다. 다른 하나는 말에는 문채가 내재되어 있다
는 관점이다. 한문을 문언이라 칭하고, 말은 본성적으로 문채를 욕망하기 마련이라
는 관점 등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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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년 전인 공자의 시대부터 말에 대한 담론의 전통이 확실하게 형성되었음

이다. 수사의 의미와 그에 대한 이해의 역사는 서구에서 유입된 레토리케의 

번역어의 일부로 선택되어 사용됨과 별개로 이러한 한문의 미문 전통 속에

서 산출되고 형성되었다. 이글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지닌 수사라는 

표현에 대한 이해의 역사를 기존 연구에서 대표적 이해로 꼽아온 사례를 중

심으로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

2.

수사라는 표현은 『역경(易經)』 건괘(乾卦)의 의미를 해설한 「문언전(文言

傳)」에 처음 나온다. 

“건괘의 세 번째 괘[九三]의 괘사(卦辭)5)에서 말한 ‘군자가 종일토

록 꾸준히 노력하고 저녁때까지도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면 위태로

운 지경에 처할지라도 탈은 없을 것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

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덕으로 나아가며 공업을 이룬

다. 충실함과 미더움은 덕으로 나아가는 근거요, 말을 닦고[修辭] 그 

참됨을 실현함[立其誠]은 공업을 이루는 근거이다.”6)

5) 『역경』의 64괘 하나하나의 의미에 대한 해설을 말한다. 한편 하나의 괘는 음효(陰
爻, ⚋)와 양효(陽爻, ⚊) 6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하나의 괘 안에서 개개 효가 
지니는 의미를 해설한 것을 효사(爻辭)라고 한다.

6) “九三曰, ‘君子終日乾乾, 夕惕若, 厲无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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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공업[業]”은 공적, 업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군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공업을 이룬다고 함은 군
자로서 해야 할 일을 실천하여 완수한다는 의미다. 한편 “立其誠”을 “그 참됨을 실
현하다”는 뜻으로 풀이한 근거에 대하여는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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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장에서 수사가 어떠한 뜻으로 쓰였는지를 규명하는 길에는 적어도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수사가 ‘수’ 자와 ‘사’ 자의 합성어인 만큼 각각의 글

자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규명하는 길이다. 다만 글자의 뜻은 시대

의 추이에 따라 변화되기도 하므로 시대를 한정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곧 

「문언전」이 산생된 시기까지를 중심으로 그 뜻을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수사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구절의 발화자가 공자로 제시되어 

있는 만큼 공자와의 연관 아래서 수사의 뜻을 고찰하는 길이다.7)

수 자와 사 자 가운데 사는 주로 ‘말[言]’ 또는 ‘문사’ 곧 문채가 가해진 말이

라는 뜻으로 쓰였다. 다만 1세기 초엽에 저술된 현전하는 최초의 자전인 『설

문해자(說文解字)』에는 “사(辭)는 소송하다’8)라고만 풀이되어 있다. 『설문

해자』는 선진(先秦)시기9)부터 한대에 걸쳐 형성된 한자의 의미가 담겨 있는

데 여기에는 말 내지 문사라는 뜻은 실려 있지 않다. 그러나 사가 춘추전국시

대에 말 또는 문사라는 뜻으로 쓰인 용례는 이 시대에 산생된 저술에서 적잖

이 목도된다. 이 점에서 『설문해자』의 풀이와 무관하게 사가 말 또는 문사의 

뜻으로 널리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10) 한편 『설문해자』에서 수 자는 ‘식

(飾)’ 자의 뜻으로 풀이되어 있다. 이에 대해 『설문해자주(說文解字注)』11)는 

“식은 닦다[㕞]”는 뜻이고 “쇄(㕞)는 식(飾)이다”, “식은 닦아서 그 광채를 드

7)이 두 가지 외로, 「문언전」에서 수사가 “그 참됨을 실현하다[立其誠]”와 짝을 이루
어 제시되었고, 수사입기성은 “충실함과 미더움[忠信]”과 짝을 이루어 제시되었기 
때문에 그 의미는 좁게는 “立其誠”과의 의미 연관 아래, 넓게는 “忠信”과의 의미 연
관 아래서 살펴보는 길도 있다. 이에 대하여는 후술한다. 한편 「문언전」의 저자를 공
자로 보는 관점에 대해서는 王齊洲(2009), 73-74 참조.. 

8)辭, 訟也.

9)서기전 220년 진시황이 전국을 통일하기 이전 시기를 가리킨다.

10)후술하겠지만 사는 『역경』과의 관련 아래 괘사나 효사를 가리키기도 하고 성인의 
뜻이 담겨 있는 말로 이해되기도 하였다. 또한 제례(祭禮)에서의 축문처럼 신과 소
통하기 위해 작성된 글을 가리키기도 했다.

11)청대 단옥재(段玉裁)가 저술한 것으로 『설문해자』 해설에 대하여 독보적 권위를 
지닌 주석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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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게 하는 것”이라고 풀이하였다.12) 이로부터 수 자나 식 자가 『설문해자』

가 출현하기 전의 시기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꾸미다’는 뜻이 아니라 ‘닦다’

라는 뜻으로 쓰였음을, 또한 무언가를 닦아 그것을 빛나게 해주는 행위를 뜻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닦는다’고 함은 대상을 깨끗게 하여 그것을 빛나게 

하는 것으로, 무언가를 새로이 첨가하여 그것을 빛나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 

곧 수사는 사를 닦는다는 것이고 이는 사가 원래 지니고 있던 것을 빛나게 드

러내주는 행위를 뜻한다. “사를 닦음”이라는 행위가 애초에는 말에는 원래 

없었던 문채를 추가하여 말을 아름답게 꾸미는 행위와 무관했음이다. 이는 

공자의 “정나라에서 문서를 만들 때 비심이 기초하였고 세숙이 자세히 검토

하였으며, 행인 벼슬의 자우가 수식하고 동리 출신 자산이 윤색하였다”13)는 

언급에서 한층 분명하게 확인된다. 여기서 수식을 글을 아름답게 꾸미는 활

동으로 보면 마지막 단계인 윤색과 의미가 겹친다. 결국 같은 활동을 두 번에 

걸쳐 한다는 얘기가 되니 이는 해석상의 오류다. 그래서 송대 성리학을 집대

성한 주희(朱熹)는 “수식은 말을 더하고 빼는 것을 말한다”14)라는 주석을 붙

였다. 말을 더하고 빼는 행위는 글을 아름답게 꾸미는 윤색하는 활동과 무매

개적으로 연동되지는 않는다. 후술하겠지만 말을 더하고 뺀다는 것은 말의 

진실성을 갖추는 활동과 연계된다. 같은 맥락에서 수사의 사를 문사라는 뜻

으로 볼 수도 없다. 문사라는 뜻으로 보면 수사는 문채를 드러내 빛나게 해주

12) “수는 식이다. 건부에는 ‘식은 쇄이다’고 나와 있다. 또 우부에는 ‘쇄는 식이다’고 
나와 있다.(飾也. 巾部曰, ‘飾者, 㕞也.’ 又部曰, ‘㕞者, 飾也.’)” ; “식은 오늘날(청대
를 가리킴-필자)의 ‘식(拭)’ 자로, 깨끗이 닦아서 그 광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로부터 뜻이 파생되어 문식을 입히다는 뜻이 되었다.(飾卽今之拭字, 拂
拭之則發其光采, 故引伸爲文飾.)” - 단옥재, 『설문해자주』. 

13)爲命, 裨諶草創之, 世叔討論之, 行人子羽修飾之, 東里子産潤色之. - 『논어』 「헌문」.

14)修飾, 謂增損之. - 주희, 『논어집주(論語集註)』. 한편 주희는 “윤색(潤色)”에 대하
여는 “윤색은 문채를 가함을 일컫는다(潤色, 謂加以文采也)”라고 주석하였다. 곧 
수식과 윤색의 활동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윤색은 말에 문채를 추가하는 행위임을, 

수식은 이와 구분되는 행위임을 분명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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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활동이 되어 결과적으로 윤색과 의미가 겹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는 말

이라는 뜻으로 봐야 한다. 곧 수사는 말에 내재된 무언가를 드러내 빛나게 해

주는 활동으로, 말 바깥에서 무언가를 가져와 말에 추가하여 빛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말에 원래 있었던 것을 드러내어 빛나게 해주는 행위를 가리킨

다.

여기서 말이 원래 지니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를 규명할 필요가 생긴다. 이

를 위해서는 수사입기성의 발화자가 공자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

에 대한 공자의 관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공자는 “말은 반드시 

미덥고자 한다”15), “말은 충실함을 사모한다”16)라며 말은 미더움[信] ․충실
함[忠] 같은 덕목을 지향하게 마련이라고 여겼다. 곧 공자는 말이 윤리를 본

성적으로 지향한다고 본 것이다.17) 이를 ‘윤리 지향성’이라고 지칭하기로 한

다. 이는 말의 진실성에 주목하는 관점으로, 말의 진실성은 말에 담긴 내용의 

진실함과 말과 행함의 일치를 통해 구현된다.18)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말을 

닦음으로써 드러내어 빛나게 하는 대상은 말에 깃들어 있는 윤리 지향성일 

가능성이 있다. 공자가 “감정은 미덥고자 하고 말은 아름답고자 한다”19)라

15)言必信. - 『논어』 「자로(子路)」.

16)言思忠. - 『논어』 「계씨(季氏)」.

17)말과 윤리의 직결은 공자만의 관점이라기보다는 당시 보편적 관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뜻은 도로써 평안해지고 말은 도로써 대한다(志以道寧, 言以道接)”라는 『서
경(書經)』 「여오(旅獒)」 편의 언급이 대표적 전거이다. 이 구절에 대하여 한대 공안
국(孔安國)은 『상서정의(尙書正義)』에서 “마음에 있으면 뜻이 되고 목소리로 뱉어
지면 말이 되는데 둘 다 도를 근본으로 삼고 있다(在心爲志, 發氣爲言, 皆以道爲
本)”고 풀이하였다. 여기에는 도로 대변되는 윤리가 말의 근본으로 설정되어 있
다.

18)공자는 “교묘하게 말을 꾸미고, 아양 떠는 낯빛을 띠는 자 중 어진 이는 드물다(巧
言令色, 鮮矣仁)”(『논어』 「양화(陽貨)」)라고 함으로써 말에 담긴 내용의 진실함을 
강조하였고, 군자는 “말을 하였으면 반드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한다(言之必
可行也)”(『논어』 「자로」)라고 함으로써 말과 행함의 일치를 강조하였다. 

19)子曰, “情欲信, 辭欲巧.” - 『예기(禮記)』 「표기(表記)」. 여기서 “情”은 좁게는 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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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함으로써 말이 예술적 지향도 본성적으로 지니고 있다고 보았지만 이를 

감정, 그러니까 말에 담기는 내용의 진실함과의 관계 속에서 사유했다는 점

에서 그가 일관되게 말의 윤리 지향성을 우선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자

는 말을 닦음을 말에 내재하여 있는 윤리 지향성을 드러내 빛나게 하는 활동

으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크다. 수사에 대한 이러한 이해 아래 입기성(立其

誠)의 의미를 파악해보면, 대명사인 “기”가 무엇을 받느냐에 따라 ① “그것

(수사)의 참됨을 실현하다”와 ② “그(수사의 주체)의 참됨을 실현하다”의 두 

가지로 이해 가능하다. ①은 수사의 진실함을 실현한다는, 곧 수사가 공허하

지 않도록 한다는, 달리 표현하면 내용과 형식이 조화를 이루도록 수사를 행

한다는 의미이고 ②는 수사라는 행위를 하는 이의 진실함을 구현한다는 의

미로, 둘 다 수사입기성 뒤에 나오는 “공업을 이루는 근거”라는 진술과 유기

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다만 ②는 말하는 이에 대한 윤리적 요구라는 점에서 

수사입기성 앞부분의 “군자는 덕으로 나아가며 … 충실함과 미더움은 덕으

로 나아가는 근거이다”라는 언급에 담겨 있는 요구와 겹친다. 또한 공자는 

“말은 전달하는 것일 따름이다”20)라고 단정한 바 있는데, 이러한 공자의 관

점을 감안하여 입기성에 대한 이해를 시도해보면 ②의 이해보다는 ①의 이

해가 한층 적합하다. 곧 입기성은 수사의 진실함을 실현함으로써 말이 온전

히 전달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 가능하며, 이렇게 보면 “군자는 덕

으로 나아가며 … 충실함과 미더움은 덕으로 나아가는 근거이다”라는 대목

과도 중첩되지도 않는다. 곧 수사입기성은 “말을 닦고 그(말을 닦음)의 참됨

을 실현한다”라는 뜻이며, 이때 수사와 입기성은 병렬관계로 구조화된 것이

다. 한편 위 ①, ② 어느 경우든 공자가 수사를 윤리적 자장 안에서 우선적으

로 사유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수사에 대한 윤리적 해석은 「문언전」의 “말을 닦고 그 참됨을 실현함은 공

담긴 감정을, 넓게는 글에 담긴 내용 전체를 가리킨다. 

20)子曰, “辭達而已矣.” - 『논어』 「위령공(衛靈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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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이루는 근거이다”에 대한 경세(經世)적 해석으로도 표출된다. 이 구절

에 대하여 당대 공영달(孔穎達)은 『주역정의(周易正義)』에서 “(수사의) 사는 

문치교화를 말하고 (입기성의) 성은 성실을 말한다. 밖으로는 문치교화를 펼

치고 안으로는 성실함을 실현하면 안팎이 서로를 완성해주게 되어 곧 공업

을 이룰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공업을 이루게 된다고 말한 것이다”21)라고 해

설하였다. 사를 말이나 문사의 뜻이 아니라 문치교화, 곧 예악법도로 세상을 

교화함이라는 뜻으로 풀었다. 이는 수사를 말에 담긴 문치교화 관련 내용을 

실행한다는 뜻으로 이해한 것이다. 사를 이렇게 언어 자체가 아니라 그에 담

긴 또는 그와 연관된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적어도 세 가지이다. 첫째, 

사는 괘사나 효사의 내용을 가리킨다. “길흉을 변별하는 것은 사에 담겨 있

다. … 사는 각각 그 괘나 효가 나아가는 바를 가리킨다”22), “괘에 사를 붙여

서 성인이 하고자 한 말을 다하였다”23)는 『역경』 「계사전상(繫辭傳上)」의 언

급이 그 전거이다. 실제로 『역경』에 나오는 사의 대다수는 괘에 대한 해설인 

괘사나 효에 대한 해설인 효사를 가리킨다. 한편 “성인의 뜻은 사에 드러나 

있다. … 재화를 다스리고 사를 바로잡아 백성이 그른 행동을 하지 못하게 금

함을 일컬어 의로움이라고 한다”24)라는 「계사전하(繫辭傳下)」의 언급을 감

안하면 사는 성인의 뜻을 담고 있는 말이 된다. 이는 괘사나 효사를 성인이 지

었다고 여겼다는 점에서 사를 괘사나 효사의 내용으로 보는 것과 결과적으

로는 같은 견해이다. 둘째, 사는 신에게 바치는 말을 가리킨다. 이는 사를 자

원(字源) 차원에서 따져본 결과로 신과의 소통을 담당했던 축(祝) ․사(史) 같

21)辭謂文教, 誠謂誠實也, 外則修理文教, 內則立其誠實, 內外相成, 則有功業可居, 故
云居業也. 여기서 “修理”는 “다스리다[治理]”는 뜻으로, “문치교화를 다스리다”

고 함은 문치교화를 닦아서 드러냄을 가리킨다. 이글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修
理文教”를 “문치교화를 펼치다”라고 번역한다.

22)辨吉凶者存乎辭, … 辭也者, 各指其所之.

23)繫辭焉以盡其言.

24)聖人之情見乎辭. … 理財正辭禁民爲非曰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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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관리가 신과의 소통을 목적으로 지은 말을 가리킨다.25) 셋째, 『설문해자』

의 풀이에서 알 수 있듯이 사는 소송하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곧 사는 송사

에서 당사자들이 하는 말을 가리킨다. 

이상은 모두 사를 그에 담긴 또는 그와 연관된 내용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해한 예다. 따라서 수사는 사에 담긴 내용 또는 그와 연관된 내용을 실행한다

는 뜻이 된다. 언어활동이 아닌 경세활동을 가리키는 것이 된다.26) 그런데 한

대 경학자인 정현(鄭玄)은 『시경』의 「판(板)」의 “사(辭)가 온화하면 백성들은 

모여들고, 사가 흡족하면 백성들은 안정된다”27)는 시구에 대한 주석에서 

“사는 말이다. 여기서는 정교의 뜻이다. 왕에 있어서는 정교와 온화한 말이 

백성에게 순조로우면 민심이 합치되어 안정되는 것이다”28)라고 풀이하였

다. 사를 말의 뜻으로 보면서도 “여기서는”이라는 조건을 붙여 문치교화와 

통하는 정교라는 뜻으로 풀었다는 점에서 이는 공영달의 해석의 선행 전거

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정현은 사를 정교라고 풀면서 “여기서는”이라는 단

서를 붙였다. 그러고는 뒤이어 “정교와 온화한 말”이라고 하였다. 사가 성인

의 뜻을 가리킬 수 있으므로 “성인의 가르침으로 교화한다”는 뜻의 정교로

만 풀 수 있음에도 굳이 말이라는 뜻을 부가하였다. 이는 사가 그에 담긴 바 

내지 연관된 내용을 가리킨다는 관념이 퇴조하고 말이나 문사라는 뜻으로 

25)사가 신과 소통하는 용도로 사용된 글을 가리켰음에 대해서는 王齊洲(2009), 76- 

77 참조.  

26)王齊洲는 수사를 성인이나 군자가 자신의 직분을 수행하는 활동으로 보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공자의 원의에 더욱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는 성인의 직무
활동과 연계된 글을 가리켰고, 축관이나 사관 같이 귀신과 소통하는 직분을 수행
하는 이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작성한 글을 가리켰는데, 이 모두는 정사와 교화와 
직결되어 있는 활동이었다는 분석에 근거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王齊洲(2009), 

75-78 참조. 

27)辭之輯矣, 民之洽矣, 辭之懌矣, 民之莫矣.

28)辭, 辭氣, 謂政敎也. 王者政教和說順於民, 則民心合定. - 정현 전(箋), 공영달 소
(疏), 『모시정의(毛詩正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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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리 사용하게 된 상황의 소산으로 보인다. 언중이 사라는 글자를 접했을 때 

정교처럼 그에 담긴 바 내지 연관된 내용을 먼저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말 내

지 문사라는 뜻을 먼저 그리고 주로 떠올리는 상황에서 붙인 해설이었기에 

그러한 양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정현이 “여기서는 정교의 뜻”이라는 식

으로 해석을 시도했던 까닭이다. 

게다가 공영달이 수사입기성에서 사를 문치교화로 푼 것은 수사입기성을 

둘러싼 문맥과도 순통한다. 바로 뒤 구절인 “공업을 이루는 근거이다”와 의

미상으로 유기적으로 연관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입기성도 “공업을 이루는 

근거이다”와 유기적 연관 아래 이해해야 한다. 다만 이때도 대명사 “기”가 무

엇을 가리키는가에 따라 적어도 두 가지로의 이해가 가능하다. 하나는 기가 

문치교화를 받는다고 볼 때이다. 이렇게 보면 입기성은 “문치교화의 참됨을 

실현하다”는 뜻이 된다.29) 다른 하나는 기가 수사, 그러니까 문치교화를 펼

치는 이를 받는 것으로 볼 때다. 이렇게 보면 성은 공업을 이루는 데 필요한 

주체의 윤리적 역량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 가능하다.30) 예컨대 정성, 성실, 

충실 등으로 해석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영달은 앞에서 살펴보았듯

이 사는 문교로, 성은 성실로 풀이한 다음 “밖으로는 문치교화를 펼치고 안

으로는 성실함을 실현하면 안팎이 서로를 완성해주게 된다”31)고 하여 입기

성을 문치교화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내적 역량을 갖추는 것으로 풀이하였

다. 입기성에 대한 공영달의 이러한 이해는 수사 주체에 대한 윤리적 요구가 

수사입기성의 앞 구절인 “충실함과 미더움은 덕으로 나아가는 근거이다”라

29)다만 이렇게 풀이한 예를 필자의 과문 탓으로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30)순자(荀子)는 “무릇 성은 군자가 지켜야 하는 바이자 정사의 근본이다(夫誠者, 君
子之所守也, 而政事之本也)”(『순자(荀子)』 「불구(不苟)」)라고 하여 성을 군자가 갖
추어야 할 근본이 되는 역량으로 설정하였다. 「문언전」에서의 수사입기성도 군자
와의 연관 아래 언급되었다.

31)修辭立其誠, 所以居業者, 辭謂文敎, 誠謂誠實也. 外則修理文敎, 內則立其誠實. 內
外相成, 則有功業可居, 故云居業也). - 공영달, 『주역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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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절에서 이미 표출되었다는 점에서 의미상의 중복을 피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다만 공영달은 수사입기성에 대한 경세적 이해답게 수사입

기성을 “수기치인(修己治人, 자신을 수양하고 남을 다스린다)” 또는 “내성

외왕(內聖外王, 안으로는 성인이 되고 밖으로는 왕도를 실현한다)”의 구도

에 맞추어 이해했다고 볼 수 있다. 곧 수사는 치인 내지 외왕에, 입기성은 수

기 내지 내성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이해했다는 것이다. 이는 수사와 입기성

을 병렬관계로 본 것으로 수사입기성에 대한 한층 강화된 윤리적 이해라고 

할 수 있다.

3.

수사라는 활동이 윤리적 자장 안에서 이해되었다고 하여 말의 꾸밈이라는 

활동이 부재했던 것은 아니다. 이는 수사를 윤리적 자장 안에서 사유했던 공

자가 “말에 문채가 가해져 있지 않으면 멀리까지 유포되지 못한다”32)고 단

언한 데서도 확인된다. 나아가 공자는 앞서 언급했듯이 뜻은 미덥고자 하고 

말은 아름답고자 한다고 함으로써 말이 본성적으로 아름답고자 하는 지향을 

지닌다고 보았다. 결국 공자는 말에는 윤리 지향성과 미문 지향성이 동시에 

깃들어 있다고 본 것이다. 수사라는 표현은 처음에는 이 중 말의 윤리 지향성

과 결합되어 사용됨으로써 말의 꾸밈과 연관되지 않았을 따름이지 말의 꾸

밈이라는 활동 자체가 부재했다든지 이에 대해 무관심했던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말의 꾸밈은 공자가 “교언영색”을 경계한 데서 보이듯이 공자의 

시대에도 만연해 있었다. 그러다 전국시대에 들어 한층 발달되었다. 이 시기

는 제자백가라 불리는 다양한 사상의 소유자들이 대거 출현하여 저마다의 

사유를 펼쳐냈고, 자신의 사유를 효과적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말을 갈고 닦

32)仲尼曰, “言之無文, 行而不遠.” - 『춘추좌전(春秋左傳)』양공(襄公) 25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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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그 결과 말을 조련하는 수준이 자못 높아졌다. 한비자의 다음 진술은 

그 면모를 잘 말해준다.

말이 술술 이어지고 매끄러우며 풍부하고 줄줄 이어지면 겉만 화

려하고 내실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중하고 지나치게 삼가며 딱

딱하고 지나치게 신중하면 서투르고 조리가 없어 보입니다. 많은 말

을 하고 장황하며 비슷한 사례를 잇대고 사물을 늘어놓으면 공허할 

뿐 실제로는 쓸모없어 보입니다. 핵심만을 간추리고 대강만을 말하

며 직설적이고 간결하게 거두절미하여 말하면 변별할 줄 모른다고 

보입니다. 거칠고 급하게 다가서서 남의 속마음을 깊이 아는 듯이 말

하면 주제넘고 염치를 모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이 스케일이 크고 

넓디넓으며 오묘하고 심원하면 과장되기만 하고 필요없게 보입니다. 

소소하게 따지고 자잘하게 말하며 세세하게 갖추어 말하면 융통성이 

없어 보입니다. 세속에 가깝고 거스르지 않게 말하면 목숨을 아끼며 

아첨한다고 보입니다. 말이 세속을 멀리하고 유별난 말재간으로 세

상 이목을 끌면 허황되다고 보입니다. 기민하게 말주변을 부리며 번

다하게 수식을 가하면 현학적으로 보입니다. 일부러 학식을 드러내

지 않고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면 비루하다고 보입니다. 수시로 고전

의 구절을 들먹거리며 지나간 옛것을 진리로 본받으면 그저 외워서 

말할 따름이라고 보입니다.33)

이는 “지언(知言)”, 그러니까 상대의 말을 파악하는 기술에 대하여 상론한 

33)言順比滑澤, 洋洋纚纚然, 則見以爲華而不實. 敦祗恭厚, 鯁固愼完, 則見以爲掘而
不倫. 多言繁稱, 連類比物, 則見以爲虛而無用. 總微說約, 俓省而不飾, 則見以爲劌
而不辯. 激急親近, 探知人情, 則見以爲譖而不讓. 閎大廣博, 妙遠不測, 則見以爲夸
而無用. 家計小談, 以具數言, 則見以爲陋. 言而近世, 辭不悖逆, 則見以爲貪生而諛
上. 言而遠俗, 詭躁人間, 則見以爲誕. 捷敏辯給, 繁於文采, 則見以爲史. 殊釋文學, 

以質信言, 則見以爲鄙. 時稱詩書, 道法往古, 則見以爲誦. - 『한비자』 「난언(難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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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지만 이를 통해 말을 꾸미는 기술을 본격적으로 추구했던 세태를 목

도할 수 있고 전국시대 말을 조련하는 기술의 상당히 발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말뿐이 아니었다. 전국시대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글을 짓기 시작한

다. 최소한 식자층에서는 구두전승 문명패러다임이 문자전승 문명패러다임

으로 전이되고 있었다. 이에 책을 쓴다는 관념이 보급되었고 때마침 대거 등

장한 제자백가에 의해 적지 않은 저술이 이루어졌다. 앞서 축적되었던 말의 

꾸밈 기술은 글로도 이전되었고 과도한 글 꾸밈에 대한 비판이 여기저기서 

제기될 정도였다. 한비자는 “이른바 겉모습을 지나치게 꾸밈은 사악한 

길”34)이라고 하였고, “논변을 좋아하여 실용을 추구하지 않고 화려한 수식

을 지나치게 하여 효용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35)며 과

도한 글 꾸밈을 국가 멸망의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나 이렇게 주장했던 한비

자는 물론이고, 장자(莊子)처럼 과도한 문식을 비판하고 참된 앎에 이르기 

위해서는 언어를 초월할 것을 주장한 글조차 적잖은 문채를 띠고 있었다.36) 

미문 지향이 글의 기본값으로 실현되고 있었음이다. 급기야 전국시대 말엽

에는 초사(楚辭)라 불리는 미문 지향을 고도로 구현한 아름다운 운문이 출현

했다. 글을 아름답게 쓰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 미문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한 것이다. 초사의 대표 작가인 굴원(屈原)은 우국충정을 노래하면서도 

세련되고 화려한 필치를 고도로 펼쳐냈다. 이러한 미문 전통은 한대에는 부

(賦)라는, 운문과 산문의 중간 양태의 문체로 이어져 미문 빚기 기술이 극도

로 발전했다. 문식을 본격적으로 입힌 유형의 글을 ‘문사(文辭)’니 ‘문장(文

章)’, ‘사장(辭章)’ 같은 어휘로 지시하며 실용적 문장처럼 그렇지 않은 글들

과 구별하였고, 그러한 글을 짓는 이를 ‘문인(文人)’이라고 갈래지어 부르기

34)所謂貌施也者, 邪道也. - 『한비자』 「해로」.

35)好辯說而不求其用, 濫於文麗而不顧其功者, 可亡也. - 『한비자』 「망징(亡徵)」.

36)가령 유협은 한비자와 장자의 글쓰기에 대하여 “『장자』와 『한비자』를 자세히 살펴
보면 실제를 화려하게 꾸밈이 지나치게 과도하고 사치스럽다(詳覽莊韓, 則華實過
乎淫侈)”(『문심조룡』 「정채(情采)」)라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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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했다. 미문, 그러니까 예술을 위한 예술적 글쓰기라고 할 수 있는 전통이 

윤리적 ․경세적 글쓰기로부터 독자적 영역을 명실상부하게 구축했음이다.

이러한 경향은 위진남북조시대에 들어 더욱 가속화되었다. 급기야 위나

라의 황제였던 조비(曹丕)는 “문학[文章]은 나라 경영의 큰 사업이자 썩지 아

니할 위대한 일이다”37)라고 선언하면서 예술로서의 문학의 가치를 황제의 

이름으로 공인하였다. 황제가 미문의 가치를 나라 경영과 직결해야 할 만큼 

미문 지향이 널리 퍼져 있었음이다. 때마침 시대적 혼란이 가속화되면서 형

식주의적, 유미주의적 풍조가 성행하였다. 운문인 시는 물론이고 산문도 병

려문(騈儷文)이라는 형식미와 수사미를 극도로 추구한 문체가 주류를 점하

며 크게 유행하였다. 서역에서 들어온 불경을 한문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음성학에 개안하였고 이는 글의 청각적 미감을 체계적으로 구현하는 역량의 

발달로 이어졌다. 창작 시 자구의 조탁 역량이 크게 신장된 것은 물론이고 이

에 대한 이론적 접근도 본격적으로 수행되었다. 그 결과 남조 송나라의 문제

(文帝)는 조정에 학관을 세울 때 유(儒) ․현(玄) ․사(史) ․문(文)을 설치하였

고, 송나라의 명제(明帝)는 총명관(總明觀)이라는 학관을 설립하여 유 ․도
(道) ․사 ․문 ․음양(陰陽)의 다섯 가지 학문 분야를 총괄하게 했다. 여기서 문

은 예술로서의 문학을 가리키는 것으로, 황제가 잇달아 문학의 독자성을 공

인하여 별개의 학문 분야로 정립할 정도로 창작과 이론 모두의 영역에서 미

문이 크게 발달하였다. 이러한 시대 조류 아래 수사라는 표현이 ‘말을 꾸밈’

이라는 뜻으로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그 시초는 남조 양나라의 유협

이 저술한 『문심조룡』이다. 

『문심조룡』에는 수사라는 표현이 모두 다섯 차례 쓰였고 모두 말을 꾸밈이

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재략(才略)」 편에는 “국교는 수사로써 정나라를 

지켜냈다”38)는 언급이 나온다. 국교는 춘추시대 정나라 재상이었던 자산을 

37)蓋文章經國之大業, 不朽之盛事. - 『전론(典論)』 「논문(論文)」. 여기서 ‘文章’의 文과 
章은 모두 문채라는 뜻으로 문장은 문채, 그러니까 예술성이 본격적으로 구현된 
글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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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킨다. 「서기(書記)」 편을 보면 “사(辭)는 말의 문채로서 자기 생각을 타인

에게 전하는 것이다. 자산은 말에 문채가 있었기에 제후들이 그를 의지하였

다”39)는 언급이 나온다. 이를 근거로 하면 “수사로써 정나라를 지켜냈다”에

서의 수사는 말에 문채를 가하는 활동, 곧 말을 꾸민다는 뜻으로 풀어야 한

다. 또한 「종경」 편에는 “문사는 행실을 통해서 정립되고 행실은 문사를 통하

여 전해진다. 문사와 행실은 공자의 네 가지 가르침 중 첫머리에 오는 것으로 

서로가 어울려 문채를 발한다. 덕을 힘써 닦고 명성을 세움에 성인을 스승 삼

지 않는 사람이 없지만, 말을 배치하고 문사를 꾸밈[建言修辭]에 경전을 모

범으로 삼는 사람은 드물다”40)라는 언급이 실려 있다. 이 대목은 “덕을 힘써 

닦고 명성을 세움”과 “말을 배치하고 문사를 꾸밈”이 대(對)를 이루는 형식

으로 각각 말의 윤리 지향성, 미문 지향성과 호응한다. 여기서도 수사는 말을 

꾸밈이라는 뜻으로 쓰였음이다. 나머지 두 사례는 「축맹(祝盟)」 편에 나온다. 

“무릇 말을 할 때에는 화려함에 힘쓰고 신에게 빌 때에는 실질에 힘쓴다. 말

을 꾸미고[修辭] 참됨을 실현함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41), “신중히 제사

지내고 공경되게 신의 뜻을 밝힘에 제사를 주관하는 축관들은 말을 갖추어

야 한다. 참됨을 실현하여 엄숙히 하고, 말을 꾸며[修辭] 반드시 아름답게 한

다”42)가 그것으로, 말에 대한 윤리적 요구는 “참됨을 실현하다[立誠]”에, 말

의 아름다움에 대한 요구는 “말을 꾸미다[修辭]”에 각각 할당되어 있다.43) 

38)國僑以修辭扞鄭.

39)辭者, 舌端之文, 通己於人. 子産有辭, 諸侯所賴.

40)夫文以行立, 行以文傳, 四敎所先, 符采相濟. 邁德樹聲, 莫不師聖, 而建言修辭, 鮮
克宗經. 여기서 “四敎”, 곧 공자의 네 가지 가르침은 『논어』 「술이(述而)」 편의 “공
자는 문사, 행실, 충실함, 미더움의 네 가지로 가르쳤다(子以四教, 文行忠信)”에서
의 문사, 행실, 충실함, 미더움의 네 가지를 말한다. 이들 중 충실함과 미더움은 「문
언전」에서 말한 “충실함과 미더움은 덕으로 나아가는 근거”라는 구절과 호응하
고, 문사와 행실은 각각 수사와 입기성과 호응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1)凡群言務華, 而降神務實, 修辭立誠, 在於無媿.

42)毖祀欽明, 祝史惟談. 立誠在肅, 修辭必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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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심조룡』에 이르러 수사입기성에서의 수사가 말을 꾸미다는 의미로 분명

하게 쓰였음이다. 

이로써 유협이 수사입기성에서의 수사를 글의 아름다움을 구현하는 활동

으로 이해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입기성은 어떻게 이해했을까? 이에 

대하여 『문심조룡』에 서술된 바는 없다. 따라서 『문심조룡』의 논지를 바탕으

로 재구성해볼 수밖에 없다. ‘문심조룡’이라는 서명은 이와 관련하여 유용한 

단서가 된다. 유협은 ‘문심’을 ‘글을 짓는 데 쓰이는 마음’, 달리 표현하자면 

‘글 짓는 마음’이라는 뜻으로 풀었고 ‘조룡’은 ‘아름다운 문사’라는 뜻으로 

풀었다. 그리고 이 둘을 글을 구성하는 양대 기축으로 여겼다. 곧 문심과 조

룡으로 빚어낸 것이 글이라고 보았다. 유협의 이러한 관점은 『문심조룡』에 

일관되게 반영되어, 글 쓰는 이가 갖추어야 할 역량과 덕목이 강조되었고 글

에 담기는 작가의 사상과 감정 등의 진실성이 중시되었다.44) 이를 감안하면 

입기성은 글의 진실성을 실현하는 활동을 지시할 개연성이 높다. 그런데 「문

언전」을 보면 글 쓰는 이에 대한 요구는 수사입기성 앞부분의 “충실함과 미

43)유협이 축관의 말은 진실함을 근간으로 한다고 본 것은 축관의 말에 대한 전통적 
이해에 근거한 관점이다. 그 전거는 다음과 같다. “이른바 도라고 함은 백성에서 
충실하고 신에게 미더운 것입니다. 군주가 백성을 이롭게 할 것을 생각하는 것이 
충실함이고 축관과 사관이 말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 미더움입니다.(所谓道, 忠于
民而信于神也. 上思利民, 忠也. 祝史正辭, 信也.)” - 『춘추좌전』 환공(桓公) 6년. 이
에 근거하면 수사는 “말을 올바르게 하다(正辭)”이고, “正辭”함으로써 미더움[信]

을 구현하는 것이 입기성이 된다.

44)이는 유협이 수사를 말을 꾸밈으로 이해하였지만 그렇다고 그가 말을 윤리적 자장 
바깥에서 이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도 목도된다. 그는 “사람에게 어떤 마
음이 생기면 말이 생기게 되고, 말이 생기면 문채가 밝히 드러남은 스스로 그러한 
도이다(心生而言立, 言立而文明, 自然之道也)”(『문심조룡』 「원도(原道)」)라고 함
으로써, 곧 말이 문채를 띰은 도의 자연한 발로라고 규정함으로써 말을 꾸밈, 곧 말
의 미문 지향을 윤리적으로 정당화하였다. 유협의 이러한 관점은 가령 『예기』 「유
행(儒行)」 편의 “말은 어짊의 문채이다(言談者, 仁之文也)”와 같이 유가 경전에 그 
뿌리가 닿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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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움은 덕으로 나아가는 근거”라는 구절에 담겼으므로 입기성은 글의 내용

적 차원의 진실성에 대한 요구로 특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기’는 수사를, 

‘성’은 내용의 진실함을, ‘입’은 그것을 온전히 실현하는 활동을 각각 가리키

는 것이 된다. 유협이 수사입기성을 말의 형식과 내용 모두를 온전하게 구현

하는 뜻으로 이해했음이다. 한편 여기서 유협이 “감정과 이치를 적절한 자리

에 배치하면 문채는 그 가운데서 드러나게 된다”45)고 여겼음을 감안하면, 곧 

말의 내용이 적절하게 갖춰지면 문채가 저절로 구현된다고 보았음을 참조하

면 수사입기성은 내용과 형식이 조화로운 일체를 이루도록 하는 행위로 이

해될 수도 있다. 달리 말해 역대로 문예의 최고 경지로 꼽혀온 형식[文]과 내

용[質]이 조화롭게 빛나는 상태인 “문질빈빈(文質彬彬)”을 구현하는 활동으

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46) 

수사입기성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수사입기성을 미문 빚기라는 차원에서 

사유한 결과이다. 그렇다고 예술적 차원에서만 사유했다는 뜻이 아니다. 유

협은 말은 본성적으로 문채를 띠게 마련이라고 여겼고 글의 내용적 진실성, 

글 쓰는 이의 진실함 등을 중시하였다. 곧 미문은 그에게는 말의 윤리 지향성

과 예술 지향성이 합일된 결과이지 말의 윤리 지향성을 도외시하거나 부차

화한 결과물은 아니다. 유협에게 수사입기성은 글의 이러한 합일을 일구어

내는 행위였음이다. 각도를 달리하여 표현한다면 유협의 수사입기성 이해는 

윤리의 예술화 결과라고 할 수도 있다.

45)情理設位, 文采行乎其中. - 『문심조룡』 「용재(鎔裁)」.

46)수사입기성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가령 양명학을 정초한 명대의 대학자 왕양명
(王陽明)의 “무릇 글을 지을 때면 자신의 역량에 맞추어야 한다. 말을 너무 과하게 
함 또한 ‘수사입성’이 아니다(凡作文字, 要隨我分限所及, 若說得太過了, 亦非修辭
立誠矣)”(『전습록(傳習錄)』)와 같이 수사입기성을 말의 중용을 구현하는 활동으
로 이해하는 관점으로 흐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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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송대에 들어 성리학이 유학의 주류로 발돋움한다. 그 정점은 주희이다. 그

는 ‘신유학’이라는 말로 묶일 수 있는 선행하는 흐름을 집대성하여 성리학을 

정초한다. 성리학의 특징 중 하나는 강한 도덕 중심주의적 경향성이다. 수사

입기성에 대한 해석도 마찬가지였다. 주희는 수사입기성에 대하여 이렇게 

정리하였다.

정호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수사입기성이라는 말은 세심하게 이

해해야 한다. 말을 성찰할 수 있게 되면 곧 참됨을 실현하게 마련이라

는 것이다. 만일 말을 꾸미는 것에만 마음을 쓴다면 단지 거짓을 행할 

따름이게 된다.” 말을 잘 성찰하여 이에 자신의 참됨을 실현하게 되

면 이것이 곧 스스로 공경함으로써 마음을 곧게 하고 의로움으로써 

행실을 바르게 하는 실질적 일을 체험하여 깨닫는 것이다.47)

정호는 송대 초엽 성리학의 기초를 놓은 주희의 선배 학자이다. 그는 수사

입기성에서 수사를 “말을 성찰하다”의 의미로 풀었다. 수사의 수를 “성찰하

다[修省]”는 뜻으로 본 것이다. 그리고 이를 “꾸미다[修飾]”는 것과 대비하였

다. 주희도 이를 이어받아 “말을 성찰함은 참됨이 실현되는 근거이고, 말을 

꾸밈은 거짓이 늘어나게 되는 근거이다”48)고 언급하였다. 수사를 예술의 차

원이 아닌 윤리의 차원에서 이해한 것이다. 곧 성리학의 시대에 와서 수사는 

다시 말의 윤리 지향성을 실현하는 행위, 그러니까 말의 진실성을 갖추는 활

47)明道先生曰, “修辭立其誠, 不可不子細理會. 言能修省言辭, 便是要立誠. 若只是修
飾言辭爲心, 只是爲僞也.” 若修其言辭, 正爲立己之誠意, 乃是體當自家敬以直內
義以方外之實事. - 주희 ․여조겸(呂祖謙), 『근사록(近思錄)』 권2. 

48)修省言辭, 誠所以立也, 修飾言辭, 僞所以增也.-『회암선생주문공문집(晦庵先生朱
文公文集)』 권47, 「답여자약(答呂子約)」 ; 姜飞(2004), 3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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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으로 회귀했다. 다만 이들은 수사입기성을 『역경』 「문언전」과는 다르게 이

해하였다. 곧 「문언전」에서의 수사입기성은 “공업을 이룬다[居業]”의 맥락

에서 이해하도록 문맥이 형성되어 있다. 이에 의거하면 수사입기성은 수사

해서 공업을 이루고 입기성해서 공업을 이루는 것이다. 곧 수사와 입기성은 

병렬구조이다. 이는 공영달의 이해에서도 마찬가지다. 수사의 사를 문치교

화로 해석하였지만 수사와 입기성을 병렬구조로 이해하여 각각이 공업을 이

루다로 귀결되는 활동이라고 이해한 점에서는 동일하다. 이에 비해 정호와 

주희는 각각 “말을 성찰할 수 있게 되면 곧 참됨을 실현하게 마련”, “말을 잘 

성찰하여 이에 자신의 참됨을 실현한다”라고 함으로써 수사가 입기성을 위

한 조건이 되는 활동으로 설정하였다. 

여기서 수사가 입기성의 조건으로 설정될 수 있었음은 정호나 주희가 수

사의 수를 성찰하다는 뜻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성찰하다의 원문인 “수성(修

省)”은 『역경』 진괘(震卦)의 「상전(象傳)」의 “거듭 우레가 치니 군자가 두려

워하여 수성한다”49)가 그 유래로, 수성은 “수신하여 자신의 잘못을 성찰하

다”50)는 뜻이다. 따라서 수사는 말의 잘못을 성찰한다는 뜻이 된다. 여기서 

말의 잘못은 적어도 두 가지로 이해 가능하다. 하나는 말 자체의 오류(①)를 

가리킴이고 다른 하나는 말과 실천의 관계에서 언행일치를 이루지 못함(②)

을 가리킨다. ①은 말을 내용적 차원과 형식적 차원에서 오류 여부를 검토하

는 행위이다. 이 중 형식적 차원의 오류를 검토하는 행위를 성찰하다[省]는 

동사와 결부하는 것은 어색하다. 성찰하다는 행위는 전적으로 윤리적 자장

에서 사용되기에 그러하다. 따라서 ①은 말의 내용적 차원의 오류, 곧 말의 

내용적 진실성을 검토하는 행위로 이해된다. 이렇게 보면 ①과 ②는 수사의 

사를 말 자체가 아니라 각각 말의 내용적 차원, 말과 발화 주체의 관계 차원과 

연관된 바를 가리키는 것을 지시하게 된다. 사를 이렇게 말에 담긴 내용 내지 

49) 洊雷震. 君子以恐惧修省.

50)修身省察己过. - 공영달 소, 『주역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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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연관된 바로 보는 이해는 사를 문치교화, 곧 정교의 뜻으로 본 공영달의 

견해, 사를 괘사나 효사의 내용 내지 성인의 뜻으로 본 견해와 궤를 같이 한

다. 특히 사를 말에 담긴 성인의 뜻으로 보는 견해51)는 수사를 내용적 차원 

내지 언행일치 차원에서의 말의 오류를 성인의 뜻에 비추어 성찰하는 행위

로 이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어느 경우든 수성은 윤리적 차원의 행

위라는 점에서 정호와 주희의 수사 이해는 수사에 대한 윤리적 전통 위에 굳

건히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입기성도 윤리적 자장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전제를 감안하면 앞

서 서술했듯이 입기성의 기는 수사 자체를 받는 경우와 수사의 주체를 받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로 보면, “그 성[其誠]을 실현한다”고 할 때 

“그”는 말을 성찰함을 받고 “성을 실현함”은 “말을 성찰함의 참됨을 실현하

다”는 뜻이 된다. 여기서 “말을 성찰함의 참됨”의 실질은 수사의 사에 대한 

다음과 같은 분석에 의거하여 규명 가능하다. 앞서 서술했듯이 수사의 사는 

『설문해자』에는 ‘소송하다[訟]’라고 풀이되어 있다. 여기서의 ‘송(訟)’의 의

미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수사입기성의 출처인 「문언전」이 실려 있는 『역경』

에서의 송에 대한 관념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역경』 송괘(訟卦)의 괘사 중

에는 “송은 믿음이 있어도 막히면 두렵고 중간이 길하며 끝은 흉하다. 대인

을 보아야 이롭다”52)라는 대목이 있다. 「단전(彖傳)」에서는 이를 “송은 믿음

이 있어도 막히면 두렵지만, 중간이 길함은 강건함이 도래하여 중도를 얻었

음이다. 끝이 흉함은 송사를 (원하는 대로) 마무리 지을 수 없음이다. 대인을 

51)말을 성인의 뜻이 담긴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예컨대 명대 동림서원(東林書院)을 
설립한 고헌성(顧憲成)은 「동림회약(東林會約)」에서 서원의 아홉 가지 이로움을 
논했는데, 그중 아홉 번째가 “덕성의 말을 세우니 세속의 문채를 가한 말과는 다르
다(立德性之言, 非世俗詞章之言)”와 같이 말을 ‘덕성의 말[德性之言]’과 ‘사장의 
말[詞章之言]’로 구분하는 관점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덕성의 말’은 성(誠)이 온
전하게 발현된 상태와 연관된 말을 가리킨다. 그래서 이에 붙은 동사가 수(修)가 
아닌 입(立)이었다.

52)訟, 有孚窒惕, 中吉, 終凶. 利見大人.



30 • 수사학 제44집 

보아야 이로움은 중정을 숭상함이다”53)라고 풀이하였다. 여기서 대인을 보

아야 이롭다는 것은 소송의 결과가 좋다는 뜻이다. 「단전」에 따르면 그러기 

위해서는 “중정을 숭상해야[尙中正]” 한다. 이때 중정에 대하여 공영달은 

“송사할 때에 대인을 보는 것이 이로운 까닭은 한창 다투어 싸울 때 귀하게 

여기는 것은 가운데 서서 올바름을 얻음을 주로 삼아 판정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54)이라고 풀이하였다. 불편부당하게 소송에 임하고 진실만을 취하여 

판결하는 것이 곧 “중정을 숭상하다”는 것의 실제인 것이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수사입기성의 수사는 말이 중정에 부합하도록 닦는 것을 가리키고 

입기성은 그 중정을 실현한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성은 중정, 그러니까 공

평하고 거짓 없음이라는 뜻을 표하게 된다.55) 사실 성을 거짓이 없음, 참됨으

로 보는 견해는 「문언전」의 수사입기성 구절 앞부분에 나오는 “사악함을 방

지하여 그 참됨을 보존하다(閑邪存其誠)”에 의해서 확실하게 지지된다. 여

기서는 삿됨[邪]이 성과 대립적 관계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56) 공영달이 

성을 성실이라고 푼 것도 이러한 이해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다. 성실을 비

롯하여 정성, 충실 같은 덕목에는 “공평하고 거짓 없음”이 기본적 의미 자질

로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말로 ‘참됨’이라고 표현해도 마찬가지다. 

이글에서 성을 “참됨”이라고 푼 까닭이다.

한편 입기성의 기가 수사의 주체를 받는 경우로 보면 수사입기성은 정호

가 “그 언사를 성찰함은 바로 자신의 참된 뜻을 실현한다는 것이다”57)라고 

53)訟, 有孚窒惕, 中吉, 剛來而得中也. 終凶, 訟不可成也. 利見大人, 尚中正也. 不利涉
大川, 入于淵也.

54)所以於訟之時, 利見此大人者, 以時方鬥爭, 貴尚居中得正之主而聽斷之. - 공영달 
소, 『주역정의』.

55)송(訟) 관련 논의는 王齊洲(2009), 79-80을 참조하였다.

56)林雄洲(2015), 58에는 『중용』, 『맹자』 「이루상(離婁上)」, 『여씨춘추(吕氏春秋)』 「효
행(孝行)」 등에서의 언급을 근거로 성이 선과 통하며 사와 대립되는 것으로 이해되
었음에 대한 논의가 나와 있다.

57) “修其言辭, 正爲立己之誠意.” - 이광지(李光地), 『주역절중(周易折中)』 ; 丁秀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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푼 것처럼 “수사하여 그 주체의 성”을 실현한다는 의미가 된다. 여기서 성의 

의미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성리학에서 성이 어떻게 이해되었는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듯이 성리학에서는 오경이라는 유학의 전통적 경전 외

에 『논어』 ․ 『맹자(孟子)』 ․ 『대학(大學)』 ․ 『중용(中庸)』의 사서라는 경전도 더

불어 중시하였다. 이중 『중용』에 보면 “성은 하늘의 도이고 성해지려고 함은 

사람의 도리이다”58)는 언급이 나온다. 또 『맹자』에는 “성은 하늘의 도이고 

성해지고자 지향함은 사람의 도리이다”59)는 언급이 있다. 성이 하늘의 도, 

그러니까 하늘의 본질로 설정되어 있다. 이에 근거하여 성리학에서는 성을 

수신의 최고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에 입각하면 성리학의 단초를 연 당대 한

유(韓愈)가 “그 문사를 닦아서 그 도를 밝힌다”60)라고 한 것처럼 입기성은 

주체가 하늘의 도를 실현함을 가리킨다.61) 

결국 어느 경우든 정호나 주희가 수사입기성을 “수사하여 입기성하다”의 

구조로 이해한 것은 수성이라는 윤리적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입기성이라는 

윤리적 목표를 달성한다는 뜻을 표방한 것이 된다.62) 곧 수사입기성은 수사 

(2007), 24에서 재인용.

58)誠者天之道也, 誠之者人之道也.

59)誠者天之道也, 思诚者人之道也. - 「이루상」.

60)修其辞以明其道. - 「쟁신론(争臣論)」.

61)입기성에 대한 성리학에서의 이해가 이렇듯 “하늘의 도를 실현한다”는 뜻이었음
이 규명되었다고 해도 그러한 의미를 지닌 성을 우리말로 어떻게 풀이할 것인지는 
여전히 문제적이다. 이글에서는 하늘의 본질을 참됨이라는 기표로 지시할 수도 있
다는 점에서 참됨이라고 풀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잠정적 대안에 불과하다.

62)수사를 “말을 성찰하다”는 뜻으로 본다고 하여 항상 수사와 입기성의 관계를 “수
사하여 입기성하다”라는 식으로만 이해한 것은 아니다. 가령 송대 왕응린(王應麟)

은 “수사입기성은 그 내면을 닦으면 참되게 되는 것이고 그 외면을 닦으면 아름다
운 말이 된다는 것이다(修辭立其誠, 修其内则为誠, 修其外则为巧言”)(『곤학기문
(困學紀聞)』 권1 ; 王齊洲(2009), 75에서 재인용)고 함으로써 수사와 입기성을 “글 
쓰는 이의 내면 성찰”과 “글의 꾸밈”이라는 병렬구조로 보았다. 한편 왕응린의 견
해는 입기성을 “修其誠”으로 이해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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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내면의 참됨이 실현되어 그것이 말로 온전히 드러남을 실현하는 행위

가 된다.63) 다만 앞의 인용만으로는 정호나 주희가 수사와 입기성 중 방점을 

어디에 찍었는지는 불분명하다. 방점을 입기성에 찍었다면 수사는 입기성을 

하는 여러 경로 중 하나라는 위상을 지니고, 방점을 수사에 찍으면 수사는 입

기성을 하는 데 관건이라는 위상을 지니게 된다. 가령 명대 채청(蔡清)은 수

사입기성에 대하여 “‘사악함을 방지하여 그 참됨을 보존하다’와 ‘말을 성찰

하여 그 참됨을 실현하다’는 동일한 구법이다. 사악함을 방지함은 곧 그 참됨

을 보존하는 근거이고 말을 성찰함은 그 참됨을 실현하는 근거이다. … 사악

함을 방지함 외에 참됨을 보존하는 다른 공부는 없기에 바로 이어 그 참됨을 

보존한다고 한 것이고, 말을 성찰함 외에 참됨을 실현하는 다른 공부가 없기

에 바로 이어 그 참됨을 실현한다고 한 것이다”64)라고 풀이했는데 이는 방점

을 수사에 찍은 예다. 곧 수사의 비중을 최대치로 높인 견해로, 이는 문면상

으로는 “수사하여 입기성하다”는 뜻으로 풀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사가 

곧 입기성이다”는 뜻으로 푼 것이다. 수사에 대한 윤리적 이해의 정점을 찍

은 견해라고 할 수 있다.

63)유가들은 내면의 참됨이 실현되면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마련이라고 보았다. 가
령 『대학』의 “내면에서 참되게 되면 바깥으로 드러나게 된다(誠於中, 形於外)”는 
언급이 그 전거이다. 이에 따르면 보이지 않는 ‘내면[中]’과 보이는 ‘밖[外]’을 일
치해가는 것이 수사입기성이 된다. 한편 공자의 “덕이 있는 자는 반드시 말을 하게 
된다(有德者必有言)”(『논어』 「헌문」)도 내면의 윤리적 성취가 저절로 외면으로 드
러나게 됨에 대한 통찰이다.

64)閑邪存其誠與修辭立其誠同一句法, 閑邪即所以存其誠, 修辭亦即所以立其誠. … 
閑邪之外再無存誠功夫, 故承之曰存其誠. 修辭之外再無立誠工夫, 故承之曰立其
誠. - 『역경몽인(易经蒙引)』 권1 ; 王齊洲(2009), 78에서 재인용. “사악함을 방지하
여 그 참됨을 보존하다(閑邪存其誠)”라는 구절은 「문언전」의 수사입기성이 나오
는 대목의 앞부분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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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상의 논의를 통해 수사입기성에서 비롯된 수사가 ① “말을 닦음”, 곧 말

에 내재되어 있는 윤리 지향성을 드러내어 빛나게 하다, ② “문치교화를 펼

쳐냄”, 곧 수사에 대한 경세적 해석, ③ “말을 꾸밈”, 곧 말의 미문 지향성을 

구현하다, ④ “말을 성찰함” 등의 뜻으로 이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수

사가 ①의 뜻일 때 “그 참됨을 실현하다”는 뜻의 입기성은 수사, 곧 “말을 닦

음”의 진실성을 실현하는 활동으로, ②의 뜻일 때는 문치교화를 펼치는 데 

요청되는 주체의 내면적 역량을 갖추는 활동으로, ③의 뜻일 때는 말의 내용 

차원의 진실성을 구비하는 활동으로, ④의 뜻일 때는 수성과 연관된 주체에 

대한 윤리적 요구를 구현하는 활동으로 이해되었음도 확인하였다.

수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하

나는 윤리적 차원에서의 관점으로, 수사를 말의 진실성을 갖추는 활동으로 

이해하거나 문치교화를 펼치는 활동, 윤리적 차원에서 말을 성찰하는 활동

으로 이해한 것이 그 예이다. 다른 하나는 예술적 차원에서의 관점으로 수사

를 말을 아름답게 꾸미는 활동으로 이해한 것이 그것이다. 다만 예술적 차원

에서 수사에 접근했을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윤리적 지향과의 합일 속에

서의 이해였다. 곧 수사라는 표현에 대한 이해에서 윤리적 차원에서의 접근

이 예술적 차원에서의 접근보다 훨씬 우선되고 주류였음이다. 전근대시기 

말을 아름답게 꾸민다는 활동을 지시할 때에 수사라는 표현이 본격적으로 

활용되지 않았던 까닭이다. 미문 빚기에 대하여 본격적이고 전문적으로 논

한 『문심조룡』만 하더라도 글을 아름답게 꾸민다는 뜻으로 수사라는 어휘를 

사용한 예는 고작 다섯 차례에 불과했을 정도였다. 한편 수사와 입기성은 각

각 글의 형식과 내용을 갖추는 것에서 나아가 형식미와 내용미를 구현하는 

활동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수사는 글을 쓰는 행위를 가리키고65) 입기성은 

65)실제로 수사는 “글을 짓다”는 뜻으로 쓰였다. 위진남북조시대 적원(翟元)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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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쓰는 이가 글을 쓰기 위해 필요한 예술적 역량 등을 갖추는 행위를 가리키

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또한 수사는 말의 아름다움을, 입기성은 사람됨의 

아름다움을 구현하는 활동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수사는 이름을 닦고 입기

성은 실질을 갖추는 것으로, 곧 전국시대 이래 꾸준히 담론되었던 형명론(形

名論)66)의 각도에서 이해할 수도 있다. 이글에서 다룬 수사입기성에 대한 논

의 외에도 역대로 수사입기성에 대한 다양한 이해가 있어 왔다는 것이다.

수사입기성에 대한 이와 같은 전근대시기의 이해가 레토리케의 번역어로 

수사학이 선택된 것과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수사라는 어휘를 

둘러싸고 이루어진 이러한 풍부한 이해의 실제와 역사를 ‘레토리케의 번역

어로서의 수사학’이라는 각도에서 다 포괄하거나 개괄할 수 있는 것도 아니

다. 지금까지 다룬 수사입기성에 대한 견해는 전근대시기에 이루어진 관련 

이해의 일단에 불과하다고 할 정도로 전근대 중국에서는 수사입기성에서 발

원한 수사라는 표현으로 포괄하고 개괄할 수 있는 담론 전통이 풍요롭게 형

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입기성을 “교령을 지음에 진실하고 미더움을 갖추면 백성이 공경하며 교령을 따
른다(修其教令, 立其誠信, 民敬而從之)”(손성연(孫星衍), 『주역집해(周易集解)』 ; 
赖积船 ․ 赖鹏(2009), 106에서 재인용)라고 해설하였다. 수사의 사를 교령으로 푼 
것으로 교령은 군주나 관청 등에서 내리는 각종 명령을 담은 문서를 가리킨다. 따
라서 수사는 교령이 담긴 문서를 짓는다는 뜻이고 입기성은 문서 내용의 참됨을 
실현하는 행위이다. 

66)이와 관련해서 다음 언급을 참조할 만하다. “이름을 닦아 실질을 살피고 실질에 의
거하여 이름을 정한다. 이름과 실질은 서로 형성해준다.(修名而督實, 按實而定名, 

名實相生.)” - 『관자(管子)』 「구수(九守)」. 여기서 이름과 실질은 각각 기표와 기의
로 대체하여 이해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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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eaning and Transition of ‘Rhetoric(修辭)’

- Focusing on the “Susa-Ipgiseong(修辭立其誠)” -

Kim, Weolhoi (Seoul National Univ.)

In the pre-modern period, China had a long tradition of artistic writing and 

language discourse. The rhetoric(修辭) has been understood and utilized 

under this historical background. That is, it has a history of independent 

understanding and utilization apart from being chosen as the translated word 

of rhêtorikê. The historical understanding of rhetoric stemming from 

“Susa-Ipgiseong(修辭立其誠)” of Muneon Jeon(文言傳) in Yi-Gyeong(易經) 

is represented by the following four points. The first is “polishing words.” 

This means that the rhetoric reveals the ethic-orientation inherent in words and 

makes them shine. The second is “carrying out civilization.” This is an 

interpretation of rhetoric in terms of governing the world(經世). The third is 

“modifying words.” It means that the rhetoric an activity to embody the 

art-orientation of words. It can be said to be an artistic interpretation of 

rhetoric. The fourth is “reflect on words.” This was mainly attempted by 

Neo-Confucianists. These historical views on rhetoric are divided into two 

main categories. One is from an ethical perspective, which is to understand 

rhetoric as an activity to equip the truth of words, or as an activity to carry out 

civilization, or as an activity to reflect on words from an ethical perspective. 

The other is the understanding of rhetoric as an activity that modifies words 

from an artistic perspective. However, even if the rhetoric was approached 



from an artistic perspective, it was an understanding within the unity with 

ethic-orientation. In other words, in the history of understanding of rhetoric, 

the approach at the ethical perspective took precedence and mainstream over 

the approach at the artistic perspective. 

주제어: 수사, 수사학, 수사입기성, 윤리 지향성, 미문 지향성

Key Words: Rhetoric, Rhêtorikê, Susa-Ipgiseong(修辭立其誠), Ethic-orientation 

in words, Art-orientation of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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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의 한 유형으로서의 <문제해결형 Working Group> 
가능성 연구

이숙현 (성균관대학교) ․김종규 (울산대학교)

[국문요약]

본 논문은 디지털 전환의 시대를 맞이하여 플랫폼 기반의 새로운 토론 교육 필요

성을 주장한다. 독일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하

여 새로운 협력적 문제해결 토론 플랫폼인 ‘개방형 정책플랫폼 워킹그룹’을 구성하

였으며, 이를 통해 산업계의 현안문제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어젠다 설정 등에 

그 결과를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정부와 국책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독일

의 워킹그룹 유형을 도입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열린혁신정책플랫폼’을 운영하

고 있다. 이 워킹그룹 모두 ‘공동창조(Sympoiesis)’의 원리에 기초하여, 참여자 개

개인의 고유성과 주체성을 기반으로 한 협력적 창의성 발휘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

한 워킹그룹의 원리와 특징은 합리적 민주시민 역량 함양과 의사소통 능력의 제고

를 함께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토론의 새로운 유형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디지

털 전환 시대에 대응을 위한 방안이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토론 교육 유형으로서의 

워킹그룹 활용은 토론 교육의 다변화와 다양화라는 의미도 갖게 된다. 본 논문에서 

이와 같은 새로운 토론 유형을 ‘플랫폼 토론 워킹그룹’으로 규정한다.

1. 도입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기술혁명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 혁명을 

촉발했던 첨단 기술들은 더욱 고도로 성장 및 확산하고 있다. 이 확산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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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생산과 소비와 관련된 경제 활동 전반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제조 

방식과 인간의 일 그리고 이 둘의 관계 방식도 급격히 변동되고 있다.

이 변동의 핵심적 배경은 시스템 자체의 변화이다. 이 변화 속에서 기존 시

스템은 새로운 시스템과 충돌하며, 그 양상은 다양한 영역과 분야에서 나타

난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듯 변화의 속도가 빠를수록 그 양상은 더욱 뚜렷해

진다. 이전 시대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인 문제해결이 요청되며, 우리는 이 시

대를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시대라 부른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네트워크 기반 ‘플랫폼 경제’의 도래 속에서 특히 산

업 영역은 모든 면에서 새로운 환경과 조건에 맞닥뜨리고 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정책의 변화 역시 요청되고 있다. 만일 이러한 변화에 따른 기민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플랫폼 경제에서 우리의 산업은 퇴행할 수밖

에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해결은 우리의 미래

와 직결된 것이기도 하다(김종규 ․원만희 2018, 150).

디지털 전환은 우리에게 더 높은 문제해결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 시대의 문제들은 네트워크 기반의 플랫폼경제라는 환경 속에서 발생하

며, 바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이 시대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어느 특정한 영

역이나 분야에만 한정될 수 없다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개인적 차원의 문

제해결 역량은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충분조건이 아니

다. 오히려 이 문제의 효과적 해결을 위해서는 협력적 창의성에 기초한 문제

해결 역량과 이를 위한 의사소통 역량 역시 필요하다.

물론 우리는 문제해결과 연관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 

대학은 의사소통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토론 교육은 그 대표적

인 예이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경제라는 환경과 관련된 협력과 창의

성 그리고 의사소통의 중요성과 관련하여서, 토론은 이 새로운 시대에서도 

주목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토론 역시 

네트워크 기반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변화 속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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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에 가장 선도적으로 대응한 것은 독일이었다. 4차 산업혁명의 

발원지이기도 한 독일은 실제적인 변화에 산업계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 경제 기반 의사소통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토론은 이 시

스템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산업계의 다양한 요구와 서로 다른 시

각들이 이 시스템 내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독일은 플랫폼 경제의 특성

과 토론의 협력적 의사소통의 특성을 결합한 플랫폼 기반 토론 방식을 도입

하였으며, 그것이 바로 ‘개방형 정책플랫폼 워킹그룹(Arbeitsgruppe)’이다.

독일의 개방형 정책플랫폼 워킹그룹은 우리에게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경

제 시대의 토론 및 그 교육에 대한 새로운 고찰 필요성을 제시한다. 의사소통

의 조건 및 방식의 변경은 의사소통 기반 문제해결 방식의 변화를 촉발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개방형 정책플랫폼 워킹그룹은 독일 산업계의 필

요성에서 출발한 것이지만, 우리 역시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경제 안에서 살

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개방형 정책플랫폼 워킹그룹이 이러한 조건에

서의 의사소통 환경 변화를 토대로 한 토론 방식이라는 점에서, 필자는 개방

형 정책플랫폼 워킹그룹이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의사소통 

기반 문제해결 역량 배양을 위한 새로운 교육 콘텐츠로 활용될 가능성이 충

분하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논문은 의사소통 교육, 특히 토론 교육의 한 유형으로

서 개방형 정책플랫폼 워킹그룹의 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독일의 워킹그룹의 의미와 방법 및 국내 도입 과정을 살펴보

고, 그것이 갖는 교육적 함의와 더불어 워킹그룹을 활용한 교육 사례 분석을 

통해 교육 콘텐츠로서의 지속적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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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분석

전환의 시대는 늘 가치와 이념의 대립을 동반하였으며, 토론은 이 과정에

서 매우 중요한 인간 활동이었다. 우리 역시 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전보다 더 복합적인 문제에 맞닥뜨리고 있는 우리에게 토론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이다. 특히 발생하는 문제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한다면, 

토론이라는 협력의 과정을 통해 효과적이며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 중요한 시대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기존의 토론은 일반적으로 상대에 대한 설득이 아닌 청

중에 대한 설득을 지향하는 것이다. 따라서 토론 과정은 자신의 의견에 대한 

정당화 및 상대방 입장의 논박을 토대로 진행되며, 서로의 합리성이 격돌하

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립한 두 입장의 정당성의 

수준은 사실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러한 까닭에 새로운 토론의 방식이 요

구된다. 전환의 시대는 토론을 통한 문제해결을 요구하지만, 기존의 토론은 

즉각적인 문제해결로 귀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기존의 토론 연구

들은 새로운 방식의 토론 유형의 발굴이나 개발보다는 기존의 토론 유형에 

대한 활용 및 모형과 매체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예를 들어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교과별 토론 모형 연구(임규정 2012; 조

선덕 ․송현정 2018), PBL 모델, CEDA 모델 등과 같은 토론 모델을 활용한 

학습 및 수업 모델 연구(김병길 2013; 류수연 2019; 강창숙 ․김완수 2018; 정

성혜 ․황경숙 2014; 정수열 2017)와 특정 토론 모형의 개선 방안 연구(주경

일 2020; 최준호 2020), 토론이 학습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김선미 

2022; 박일수 2012), 독일 보이텔스바흐 합의(Beutelsbacher Konsens)를 선

례로 한국 교육 과정에 정치 토론 교육 도입을 위한 방안 연구(김상무 2019; 

설규주 ․정원규 2020; 신봉철 2017),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온

라인 수업 상황에서 매체별 효과적인 토론 방법 연구(박선민 2021; 신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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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우현주 2020; 조윤미 2021) 등이 있다. 

외국의 사례들 역시 연구 방향이나 특성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해외 주요 선

행연구 결과를 보면 토의 및 토론의 모형과 절차에 관한 연구(Hysaj ․
Hamam 2021), 토론을 활용한 사고력 향상 연구(Spaska et al 2021), 토론 교

육 개선 방안 연구(Kim 2021), 특정 토론 모델 연구(Naumann et al 2020), 토

론이 정규 교육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Najafi et al 2016), 토의 및 토

론을 문제해결 과정으로 분석한 연구(Koehler et al 2020), 비대면 온라인 수

업 상황에서 토론을 포함한 학생들의 행동 분석(Gherheș et al 2021) 등 국내

보다 방대한 영역에 걸쳐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개방형 정책플랫폼 워킹그룹에 대한 

연구는 디지털 전환 시대의 새로운 토론 모형 연구로 이해될 수 있다. 이 연구

들은 주로 정책 수행과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다. 이는 개방형 정책플랫폼 워

킹그룹이 실무적인 차원에서 주로 도입되고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워

킹그룹의 실효성에 대한 국가 기관 중심의 연구 및 관련 학술연구가 중심을 

이룬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Industrie 4.0의 플랫폼을 분석한 남유선과 김인

숙(2015, 48)의 연구가 주목된다. 남유선과 김인숙은 독일의 4차 산업혁명 

진행 과정에서 개방형 의사소통 플랫폼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그 의미와 활용방식을 자세하게 분석하였다. 그들은 초연결사회와 

디지털 시대를 맞이한 현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의사소통 플랫폼

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더 나아가 그와 같은 의사소통 플랫폼이 제4

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이들은 후속 연구(2017, 

152)를 통해 독일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개방형 의사소통 플랫폼에 인문학, 

사회과학 등의 학문적 배경을 가진 전문가 그룹이 참여해서 협력적 문제해

결 및 정책 방안 모색에 기여하고 있는 사례를 들어 개방적 의사소통 플랫폼

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또한 이들은 최근 연구(2020, 11-14)를 

통해 독일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끈 산업계 주도 워킹그룹 활동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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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여 한국 정책플랫폼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 자가 발

전하는 의사소통 모델인 워킹그룹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이 정책의제에 관해 

직접 정기적으로 토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해당 의제를 심화 확대

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 외에 워킹그룹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아니지만,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보고서(이종관 외, 2020)는 독일

의 개방형 정책플랫폼 워킹그룹 모형을 활용한 산업계 주도 정책플랫폼 시

범운영 사례를 통해 인문학에 기초한 워킹그룹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2020년 이후 여러 국책 연구기관들(STEPI, KDI, KIPA, KISDI etc.)은 독

일의 정책플랫폼 워킹그룹을 모델로 한국형 열린혁신랩(open innovation 

lab) 및 열린정책랩(Open Policy Lab)을 운영하고 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의 경우, 2020년 시작해서 2022년 현재 3차 연도를 맞고 있는 “스마

트생산 열린혁신랩 운영 및 연구사업”의 방법론으로 워킹그룹을 운영함으

로써 다양한 분야의 정책 의제를 도출하고 있다(오윤환 외 2021). 한국행정

연구원의 정부혁신연구실도 2020년부터 정책 수요자와 현장 전문가로 구성

된 워킹그룹 워크숍인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열린 정책

랩”을 운영하여 정책 의제와 전략을 결과로 제시한 바 있다. 한국행정연구원 

또한 독일 워킹그룹을 모델로 하향(Top-Down) 대신 상향 방식(Bottom Up- 

Ansatz)으로 수행한 결과물(정책 의제 및 전략안)의 형성과정과 방법을 공개

하여 과정의 투명성과 결과물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혁신적인 정책플랫폼 

운영 방안의 확산을 촉진하고 있다(강정석 외 2021).

이상의 워킹그룹 연구들은 주로 산업현장에서의 워킹그룹 활용 가능성과 

방식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까닭에 기존의 연구들은 워킹그룹

의 교육적 가치 및 효과에 관해 연구의 중점을 두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의미

에서 개방형 정책플랫폼 워킹그룹을 플랫폼 기반 토론 모형으로 접근하여 

새로운 토론 교육 방법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차별

화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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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일 워킹그룹 모형과 워킹그룹의 국내 도입

3.1 Plattform Industrie 4.0과 워킹그룹의 기능과 역할

제조업 중심 국가인 독일은 4차 산업혁명 등 디지털 전환 및 플랫폼경제로

의 급격한 산업 환경 변화에 맞서 선도적 지위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Plattform Industrie 4.0’을 구축하여 기민하게 대처하였다. 알려진 것처럼 

‘Industrie 4.0’은 2011년 독일 하노버 산업 박람회에서 처음 대중에게 공개된 

구상으로, 초기 독일연방교육연구부(BMBF) 주축으로 운영되다 현재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BMWK)와 함께 독일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고 있다.

‘Plattform Industrie 4.0’은 새로운 시대를 대처하기 위한 독일 연방정부의 

판단에서 시작되었다. 독일 연방정부는 디지털 전환의 시대를 대비하기 위

해 네트워크로 조직된 힘의 필요성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위한 의사소통 시

스템으로 구축한 것이 바로 ‘Plattform Industrie 4.0’이었다. 그리고 이를 기

반으로 새로운 산업혁명이 촉발하고 있는 변화를 산업계 스스로 헤쳐 나갈 

것을 독일 정부는 제안하였다. 그 결과 2013년, 기계 산업협회(VDMA, 1.0), 

전기전자 산업협회(ZVEI, 2.0), 정보통신(ICT) 산업협회(BITKOM, 3.0) 간

의 창조적 협력을 토대로 독일 주도의 4차 산업혁명(4.0)을 이끌어갈 ‘개방

형 정책플랫폼’이 빠르게 구축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여러 협회와 전문가 

등이 이해관계자(stakeholder)로서 필요한 사안에 따라 기민하고 자발적으

로 개방형 정책플랫폼을 구성하고, 현장 중심의 관련 산업 정책을 제안할 수 

있게 되었다(박찬수 ․김인숙 2021, 34-35).

정책플랫폼 워킹그룹은 바로 이 개방형 플랫폼에서 이해관계자 간에 이루어

지는 산업계 주도 정책 토론의 장(場)이다. 아래 〔그림 1〕의 Plattform Industrie 

1)이러한 의미에서 개방형 정책플랫폼 워킹그룹의 교육 모델을 ‘플랫폼 토론 워킹그
룹’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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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정책플랫폼의 구성도에서 볼 수 있듯이 워킹그룹(Arbeitsgruppen)은 이 

전체 플랫폼의 구성 요소로서 의제 설정 등을 수행하는 플랫폼 전체의 출발

점이다. 실제 이 워킹그룹 내의 6개 주제 중 순차적으로 3개 주제(참조 아키

텍처, 표준 & 규격화, 기술 ․응용 시나리오(R&D), 네트워크 시스템 보안

(Security))이 다루어졌으며, 2년간의 성공적 운영을 통해 국제표준으로 인

정받은 성공적 결과물(RAMI 4.0, AAS)을 산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 성

과에 따른 연방정부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개방형 정책플랫폼 워킹그룹은 

2015년 법률 프레임워크(법제), 일자리 & 직업교육과 평생교육(노동, 교육, 

훈련)으로 확대되었고, 2018년에 출발한 디지털 사업모델까지 현재 6개의 

워킹그룹이 300여 명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림 1〕 출처: Plattform Industrie 4.0

이 개방형 플랫폼에서 워킹그룹의 핵심적 기능은 독일 제조업 분야 디지털 

전환의 촉진이다. 이 점은 2019년 하노버 산업 박람회의 ‘Plattform Industrie 

4.0’ 운영위원회 발표에서도 확인된다.2) 독일 Industrie 4.0 정책플랫폼에는 

2) https://www.plattform-i40.de/IP/Redaktion/DE/Standardartikel/hintergrund-plattf 



토론의 한 유형으로서의 <문제해결형 Working Group> 가능성 연구 • 47

기업, 그 기업의 직원, 노동조합, 협회, 학계 및 정치인들이 함께 참여한다. 이

러한 참여자의 다양성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이 이들 모두의 과제라는 

점에서 가능하다. 특히 이 플랫폼의 파트너가 된 회사, 기업 등은 워킹그룹에 

참가하는 것을 생산 현장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로 간

주한다. 산업계의 이해관계자로서 이들은 디지털화(Digitalisierung)가 피할 

수 없는 통과의례이며, 이 디지털화 과정이 이해 당사자들 간의 대화, 즉 토

론을 통해서만 성공할 수 있다고 인식한다.

개방형 정책플랫폼 워킹그룹에 참여하는 각계 전문가들의 핵심적 활동은 

워킹그룹 활동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긴급한 주제들에 대한 전략, 

전문적인 솔루션, 권고안을 모색하고 발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산업계 전

문가, 학계 자문위원 등의 참여로 구성되는 워킹그룹의 핵심적 기능은 앞서 

언급된 표준화 & 규범, 연구, 보안 등의 6개 영역에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협력적 토론을 통해 사전에 포착해내는 일종의 선도적 문제 설정 

및 해결 과정이다.3) 

개방형 플랫폼 내에서 워킹그룹은 문제해결 과정의 기능을 하지만, 문제

해결을 완결하는 과정은 아니다. 워킹그룹의 결과는 개방형 플랫폼의 운영

위원회를 통해 공표된다. 이 공표는 백서나 발표 그리고 출간물을 통해 이루

어지며, 공표된 결과는 이후 기술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략으로 개발되고, 

이 전체적인 결과물은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세계 담론으로의 전개가 추진

된다. 담론화는 국경을 초월한 디지털화의 교류를 촉진하며, 그 교류의 중심

에 독일이 자리함으로써 독일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가는 동력을 확보

하고자 한다.

orm.html 

3)독일의 워킹그룹 활용과 관련하여서는 박찬수 ․김인숙(2021, 4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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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워킹그룹의 국내 도입 배경과 현황

개방형 정책플랫폼 워킹그룹의 국내 도입은 4차 산업혁명과 밀접히 연관

되어 있다.4) 독일의 Industrie 4.0과 4차 산업혁명 선언 등이 이루어진 2010년 

중반 우리나라에서도 개방형 정책플랫폼 워킹그룹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시

작되었다. 4차 산업혁명은 국가적 과제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관련 연구들은 

주로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우리나라 산업 환경에 맞게 변형된 워

킹그룹 활동이 2019년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행정연구원(KIPA)에

서, 2020년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서 정책 설계를 위해 운영되었다(박찬수 외 2020b). 특히 STEPI의 워킹그룹

은 독일의 개방형 정책플랫폼 워킹그룹의 대표적인 도입 사례로 볼 수 있는

데, 여기서는 10년 이상 현장의 근무 경험을 가진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워

킹그룹이 구성되었다. 이를 위해 40여 명의 현장 전문가와 개별적으로 면담

하면서 2020년 적극적인 활동이 가능한 20여 명을 우선 선정하였고, 스마트 

생산을 대상 사업으로 정하였다(박찬수 외 2020b, 44).

‘열린 혁신 워킹그룹’이라 명명된 이 워킹그룹의 목적은 기존의 민간 및 

민관 합동 위원회에서 진행되었던 산업 정책 논의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었

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현장을 산업 정책 논의의 중심으로 두는 데 

있었다. 산업현장의 빠른 변화에 조응할 수 있는 정책의 마련을 위해 논의 구

조 및 논의 주체 그리고 정책 논의 방식이 개방적이며 자발적이고 기민하게

(agile)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핵심이었다.

4) ‘워킹그룹’은 사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며, 국내에서도 그간 워킹그룹으로 
불린 활동들이 상당하였다. 하지만 언급했듯이 독일의 개방형 정책플랫폼 워킹그
룹이 지향하는 것은 단순한 실무나 경향 탐지가 아니라, 공동창조적(sympoietic) 문
제해결 플랫폼으로서 그 활동을 통해 의제 및 정책의 도출과 같은 선도적 문제해결
을 지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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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민간(민관합동) 위원회 열린 혁신 워킹그룹
생성, 소멸 정부가 결정 참여자들이 결정

참여 자격 사전 확정적, 임명제, 소수 전문가는 누구든 자유롭게 참여

분야 대표성 제한된 대표성 최소 20인 이상의 분야별 현장 전문가

논의 주제 외부(정부)에서 의뢰 스스로 결정, 유연하게 변경

논의 공개 진행 상황 원칙적으로 비공개 논의 진행 사항 수시 공개, 공유

결정 방식 안건 토의 후 승인 규칙에 따라 토론 후 합의

자료 공개 자료 생산 의무 없음 합의된 내용 주기적으로 공개

<표 1> 민간 위원회와 워킹그룹 구성방식 비교(박찬수 외 2020a, 61) 

워킹그룹은 공동체적 협력(Sympoiesis = making with)이 원칙이

기 때문에 구성원 간 꾸준한 소통과 대화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워킹

그룹은 ① 회의에 참여한 모든 참여자는 동일한 발언시간을 갖는다. 

② 감정적인 발언을 하지 않는다. ③ 타인의 의견에 본인의 의견을 보

완한다(Add-up) 등 간단한 대화의 규칙을 선정하였다.(박찬수 외 

2020a, 66)

기존의 위원회와 차별화된 워킹그룹 구성을 위해 STEPI의 열린 혁신 워

킹그룹은 세 개의 워킹그룹 규칙을 설정하고 있다. 이 규칙이 특징적으로 워

킹그룹을 규정하는 것처럼, 이 규칙은 결코 편의를 위한 임의의 설정은 아니

다. STEPI의 보고서가 밝히고 있듯이, 이 세 규칙은 ‘Sympoiesis’라는 원칙

에서 기인한다. STEPI의 보고서는 이 원칙에서 세 개의 규칙이 산출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지만, 그 원칙에서 왜 그 세 규칙이 산출되는 것인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STEPI의 보고서에서 ‘공동체적 협력’으로 번역한 ‘Sympoiesis’ 개념은 본

래 2019년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발주한 산업계 주도 정책플랫폼 구

축을 위한 시범사업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된 개념이다.5) 하지만 STEPI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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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가 제시하고 있는 번역어 ‘공동체적 협력’은 이 개념을 충분하게 표현하

고 있지는 못하다. 이 개념은 오히려 ‘공동창조성’ 혹은 ‘협력적 창의성’으로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다. ‘Sympoiesis’는 어원적으로 공동(Sym) 제작

(poiesis)을 의미하는 것으로 협력에 기초한 창조적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Sympoiesis’로서의 인간 활동은 사실 특별한 것은 아니다. 실제 

인간의 모든 성취는 어느 혼자만의 고유한 성과가 아니라 모두의 협력적 성

과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당대 수학 및 물리

학자들의 성과에 기초하고 있듯이, 특정 제작의 단계가 어느 특정한 개인의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는 있어도, 그 제작 전체는 전체가 협력한 결과일 따름

이다. 제아무리 뛰어난 재능과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전체보다 더 뛰어

날 수는 없다.

공동 제작 혹은 공동 창작은 모두가 참여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러하기

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갖는다. 그리고 이 권리와 책

임을 토대로 공동 제작과 창작의 결과 역시 모두의 것이다. 그러나 동등한 권

리와 책임은 참여자의 획일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동등한 권리와 책임

을 갖는 것은 참여자 모두가 고유한 존재로서 인정될 때만 가능하다. ‘서로 다

르다’는 복수성은 협력의 근본적 조건이며, 서로 다르기에 서로는 서로와 동

등하고, 그러한 한에서 서로는 서로를 인정해야만 한다(Arendt 1998, 8). 그리

고 이에 근거하여 참여자들은 권리와 책임을 동등하게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 공동 창조의 과정은 누군가의 생각을 타인에게 각인하거나 관철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질 수 없다. 오히려 서로 다른 생각을 융화하는 것이 중요하

며, 따라서 의견과 생각의 다름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장

점을 파악하는 토대가 된다. 따라서 공동 창조의 과정은 서로 다른 의견과 생

각의 장점을 증폭하고, 증폭된 결과를 융화하여 더 나은 결과를 산출해나감

5)본 시범사업의 시행기관은 성균관대학교 하이브리드미래문화연구소였으며, 

Sympoiesis는 이 연구소 고유의 방법론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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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성취된다. 그리고 그 성취는 곧 나와 모두의 성장이기도 하다. 

워킹그룹은 산업계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들을 토대로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활동이다. ‘공동창조(Sympoiesis)’는 이를 위한 기본 이

념을 제공한다. 그리고 이 이념을 토대로 구축되는 워킹그룹은 이 이념을 원

칙으로 삼음으로써 동등한 발언 시간과 기회, 감정적 발언 삼가, 의견과 생각

의 상호 보완과 같은 규칙을 도출하며, 이 원칙에 따라 워킹그룹의 특징과 특

성 대부분 역시 규정된다.

이와 같은 워킹그룹의 이해와 구성 방식을 토대로, 2019년 대통령직속 정

책기획위원회가 발주한 산업계 주도 정책플랫폼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산

업계 주도 정책플랫폼 구축 및 시범운영 – 고령사회와 스마트헬스케어> 역

시 STEPI와 유사한 규칙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플랫폼 워킹그룹 운

영형식을 마련하여 진행되었다.

4. 정책플랫폼 워킹그룹의 의사소통 교육 활용

4.1 토론 교육모형으로서의 정책플랫폼 워킹그룹의 가능성

독일의 개방형 정책플랫폼 워킹그룹을 비롯하여 국내 도입된 워킹그룹 모

두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기술 및 산업 환경의 빠른 변화 국면에서 산업계 현

장에 필요한 정책을 ‘기민하게’ 모색하여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둔 문제해결 

토론 플랫폼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워킹그룹이 미치는 영향은 단지 

주어진 문제의 해결 과정에만 제한되지는 않는다. 독일의 개방형 정책플랫

폼 워킹그룹 운영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워킹그룹 활동의 결과들은 전

략화와 담론화 과정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은 워킹그룹 활동

이 일정한 맥락이나 체계를 가진 다양한 분야와 주제에 활용될 수 있음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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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는 근거이기도 하다. 

〔그림 2〕 정책플랫폼 워킹그룹 운영 도식

워킹그룹 및 워킹그룹 활동의 특징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개념은 ‘기

민성(agility)’이다. 워킹그룹은 문제해결과 어젠다 발굴 그리고 정책 제안 등

의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지만,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술혁명의 영향

으로 발생하는 문제 상황과 현안에 대한 기민한 대응을 위해 만들어진 플랫

폼이 바로 워킹그룹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워킹그룹은 장기적인 계획이나 

전략을 논의하기보다는 현재의 변화 추세와 변화되는 조건에 기초하여 문제 

상황의 개선을 목표로 현재 꼭 필요한 정책과 대책을 신속하게 제안하는 게 

더 중요하다. 

기준 토론(debate) 토의(discussion) 워킹그룹(Working Group)

진행
방식

일정한 형식과 
절차

자유로운 의사 
개진

토킹룰을 비롯한 형식과 절차 존재

<표 2> 토론, 토의, 워킹그룹 비교표(이상철 2006,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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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민성은 결코 과정 진행의 신속성만을 의미하진 않는다. 앞서 언

급했듯 워킹그룹을 통해 상황 개선을 위해 긴급히 요청되는 산업현장의 정

책과 대안이 신속히 모색되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빠른 대처의 가능성은 그

저 빠름의 모색만으로 확보될 수는 없다. 특히 다양한 시각과 의견 그리고 이

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산업계와 그 현장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

서 이러한 가능성 확보는 서로 다른 다양한 입장과 의견들이 협력을 토대로 

창의적 결과를 산출하는 데서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서로 다른 입장과 의견

들이 수시로 조우(遭遇)하여 상호 협력을 위한 경쟁을 펼침으로써 누군가의 

한 의견이 아닌 참여자 모두가 능동적 주체로서 창의적 성과를 지향할 수 있

어야 한다. 이러한 까닭에 워킹그룹은 서로 다른 주장의 단점과 문제점에 초

점을 맞추기보다는 당해의 문제와 관련된 참여자 의견과 시각의 장점에 주

목하고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데 활동의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활동 결과 워킹그룹은 당해의 문제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나 어젠다를 기민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워킹그룹

목적 갈등 해소 문제해결
선제적 현안 대응을 통한 문제해결 
및 어젠다 발굴, 정책 제안 등

전제
의견 대립의 
존재 인정

의견 대립 지양
의견 대립의 존재 인정, 의견 대립 
지양

과정
논제에 대한 
해답을 가짐

주제에 대한 
해답 모색

해답, 어젠다, 정책안 등 모색

관계 경쟁 협력 경쟁, 협력

절차
주장 증명, 검증과 
논거 제시

협의, 논의
어젠다 협의 및 토론, 발표, 피드백, 

합의

방법
상대방 ․청중 
설득

문제해결 방안 
강구

상호 합리적 설득 및 협의에 기초
한 문제해결 방안 강구

결정 청중이 판단
토의 구성원들이
판단

워킹그룹 참여자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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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민성은 독립적 주체로서의 자발적 참여와 서로에 대한 동료이자 협력

자로서의 인식, 시각과 의견의 다양성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한 협의 과정

과 긴밀히 연관되는 개념이며, 결과적으로 창의적 결론을 협력을 기반으로 

신속하게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워킹그룹의 특성은 토론 교육의 관점에서 주목할만하다. 특히 협

력 활동을 통한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토론과 이 역량을 함양하고자 하는 토

론 교육의 목적에 있어 워킹그룹의 특성은 매우 중요하다. 참여자 모두가 능

동적인 주체로서 서로를 문제 상황의 개선을 지향하는 협력자로서 인식하

며,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의사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문제를 합리적으

로 해결해 나가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러한 특성들은 우리 토론 교육의 양가

적 목적, 즉 ‘합리적 민주시민의 역량 함양’과 ‘포괄적인 의사소통능력의 제

고’와 맞닿아 있다(박상준 2009, 33).

토론 교육의 목적으로 이 두 견해가 양립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양립된 

두 목적 간의 융화는 실제 교육과정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그

렇다고 해서 그 두 목적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은 아니

다. 이 두 목적이 갖는 가치 모두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며, 따라서 만일 그 둘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한다면, 그 선택이 어느 쪽이더라도 결국 중요한 가치 

하나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박상준 2009, 35). 물론 각 

목적에 따른 교육이 제공되는 것 또한 의미 있는 교육일 것이지만, 그 두 목적

이 반대되거나 모순된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토론 교육은 이 두 목적의 융화

를 지향하는 방향에서도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욱이 두 목적의 융화를 통해 민주적으로 공동체에 필요한 공론을 능동

적으로 참여한 개인들의 상호 이해와 합리적 협의를 통해 형성해 나갈 수 있

는 능력은 4차 산업혁명 등 기술혁명 시대의 요구와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

다. 기술혁명에 따른 첨단 인지 기술들은 인간이 개인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기술에 대한 인간의 통제는 단순한 인간의 바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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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게 될 가능성이 크며, GPT-2와 GPT-3의 사례처럼 최소한 일부라도 인간의 

의사소통 활동을 대체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김종규 ․원만희 2021a; 

2021b). 이와 같은 기술적 환경에서 인간은 과거보다 더 폭넓고 심도 있는 협

력을 요구받고 있으며, 이 협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수준의 창의성 발현을 과

제로 부여받고 있다. 이와 같은 ‘협력적 창의성’ 역량의 함양을 위해 토론 교

육은 두 목적 간의 융화를 지향해야 하며, 바로 이 점에서 토론 교육은 개방형 

정책플랫폼 워킹그룹뿐만 아니라 국내에 도입된 산업계 정책플랫폼 및 열린 

혁신 워킹그룹과 밀접한 교육적 연관성을 갖게 된다. ‘협력적 창의성(con- 

creativity)’(이종관 2017, 350)은 본질적으로 ‘공동 창조’에 기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4.2 토론 교육모형으로서의 워킹그룹 활용

합리적 민주시민 역량과 포괄적인 의사소통 역량이라는 두 관점의 융화를 

위해서라도 ‘공동 창조’에 기초하는 워킹그룹을 토론 교육의 모형으로 활용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시도가 없던 것은 아니었다. 워킹그룹의 토론 

교육에의 활용은 워킹그룹의 국내 도입 연구가 시작되었던 2019년부터 개별 

연구자를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시도되었다.6) 하지만 이러한 시도에서 워킹

그룹의 활용은 명확한 형식이나 모형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워

킹그룹의 일부 방식이나 요소를 수업 과정에 활용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

다. 워킹그룹을 토론 교육과정에 본격적으로 도입한 것은 울산대학교였다. 

2022년 울산대학교는 기반 교양 필수 과목 중 하나인 <의사소통과 심화글쓰

기> 수업을 개설하면서 교양대학의 김종규 교수가 정책플랫폼 워킹그룹을 

토론 교육모형으로 개발하여 이 모형을 토론수업 과정과 교재 모두에 포함

6) 2019년 성균관대학교의 <독일대안문화>, 2021~2년 성균관대학교 <과학기술글쓰
기>, 2022년 전북대학교 <스위스지역학> 등의 수업 중 워킹그룹 방식이 수업에 활
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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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울산대학교의 워킹그룹 토론 모형인 ‘플랫폼 토론 워킹그룹’은 비판적 사

고에 기초한 합리적 문제해결 및 관련 역량 함양을 지향하며, 공동창조에 기

초한 협력적 창의성을 원리로 구성되었다. 이 원칙에 따라 플랫폼 토론 워킹

그룹 역시 독일의 정책플랫폼 워킹그룹과 국내의 워킹그룹과 마찬가지로 참

여자 동일 발언 시간, 감정적 발언 금지, 타인의 의견에 대한 본인의 보완이

라는 세 가지 규칙을 바탕으로 플랫폼 토론의 형식과 운영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그림 12〕 울산대학교 플랫폼 토론 킹그룹 모형(이상엽 외 2022, 339)

앞서 언급했듯 울산대학교 플랫폼 토론 워킹그룹은 비판적 사고에 기초한 

합리적 문제해결을 지향하고 있기에, 워킹그룹의 전 과정 역시 문제해결 과

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기존의 정책플랫폼 형태의 워킹그룹과 비교

하여 울산대학교 플랫폼 토론 모형은 ‘문제 분석 - 근거 모색 - 대안 제시’라

는 비판적 사고 기반 문제해결 과정 및 과정의 경험과 학습을 지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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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반영하여 울산대학교 플랫폼 토론 워킹그룹 모형은 〔그림 3〕처럼 5단계

로 구성되었다.

먼저 준비 과정은 플랫폼 토론 워킹그룹 참여자가 독립적 주체로서의 자

기 인식과 또 다른 주체들과의 협력자라는 인식을 토대로 당해의 문제에 어

떻게 접근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전체 구상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이를 위

해 울산대학교 플랫폼 토론 워킹그룹의 준비 과정은 3단계(사전 단계 - 소개 

단계 - 역할 나누기 및 Talking Rule 합의)로 구성되어 있다. 사전 단계는 자기 

인식을 위해 당해의 문제에 대한 자신의 강점을 스스로 판단하는 과정이다. 

이 강점의 확인을 통해 자신이 당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어떤 부분에서 핵심적인 협력을 할 수 있을지를 스스로 판단한다. 

그리고 이 판단을 토대로 참여자 간 자기소개 단계에서 자신의 역할과 타인

의 역할을 근거 제시를 통해 제안하게 된다. 이 제안을 바탕으로 참여자 간 역

할 배분이 이루어지며, 이 배분과 더불어 상호 독립적 인격과 주체로서의 인

식과 대우를 위한 Talking Rule을 합의7)하면서 준비 과정을 마치게 된다.8) 

이어서 당해의 문제에 관한 토론 과정이 2개의 라운드와 발표로 진행된다. 

각 라운드는 참여자 개인이 당해의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안하기 위

한 준비 시간이며, 각 라운드 종료 후 참여자가 담당한 역할 수행 결과를 청중

들에게 발표하고, 청중들의 피드백을 받는다. 이 피드백은 협력적 창의성이 

발휘되는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서 참여자 모두 자신들과 연관된 문제가 이

전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발표내용의 장점을 명확히 분석 및 이해하고 이를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는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피드백은 

7) Talking Rule은 참여자들 간의 협의를 통해 내용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플
랫폼 토론 워킹그룹 역시 학생들에게 Talking Rule 기본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토론 
플랫폼 참여 학생 간의 협의를 통해 Rule을 변경할 수 있다. 구체적인 Talking Rule

과 관련해서는 이상엽 외(2022, 339)를 참조.

8)각 과정의 소요 시간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가급적 단시간 내에 참여자 
개개의 장점을 최대한 촉발하도록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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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ing Rule이 규정하고 있는 규칙이기도 하다. 이 피드백을 바탕으로 각 참

여자는 자신의 의견을 심화시키는 2라운드를 진행하게 된다. 그리고 2라운

드 종료 후, 최종 발표를 통해 결과 발표 및 2차 피드백을 통해 참여자 개개의 

의견을 수정하거나 확정함으로써 최종 발표는 종료된다.

최종 발표가 종료되더라도 플랫폼 토론 워킹그룹 활동이 최종적으로 종료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과정이 더 수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바로 ‘전략보고

서’ 작성 과정이다. 물론 형태나 형식은 다르지만, 이 과정 역시 본래 워킹그

룹 활동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이지만, 독일과 우리나라의 워

킹그룹 모두 문제해결과 어젠다 발굴 그리고 정책 제안 등의 목적을 설정하

고 있다. 이에 따라 워킹그룹의 운영진은 워킹그룹 활동의 결과를 정리하여 

공식적으로 공표하고 있다.9) 하지만 이 공표 과정은 결코 의례적인 것이 아

니다. 이 공표의 목적은 워킹그룹 활동의 사회적 활용과 실천에 있다. 플랫폼

상에서 다수의 협력이 실제 사회의 변화를 추동하는 실천적 힘과 계기가 되

는 것이다. ‘전략보고서’ 작성 역시 이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략보고서 

작성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들의 협력적 토론의 활동 결과를 문제해결 과정

에 실제로 활용할 가능성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과정 자체가 당해

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전략보고서’ 작성은 실제 문제해결

력 증진을 위한 문제해결 과정의 경험이기도 하다.10) 

플랫폼 토론 워킹그룹 과정 전체는 참여자 간의 경쟁보다는 참여자 모두

의 협력에 기초하여 진행된다.11) 협력에 기초한 토론인 워킹그룹의 장점은 

9)독일의 경우, 워킹그룹을 실행한 결과물을 주기적으로 Plattform Industrie 4.0 웹사
이트에 공표하고, 최종적으로 매년 하노버 메세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한다. 우리의 
열린혁신정책플랫폼에 참여하는 KDI, KIPA, STEPI, KISDI도 주기적으로 최종 결
과물 발표회 및 (연구) 보고서를 발행한다.

10)울산대학교 토론 플랫폼 워킹그룹의 결과를 ‘전략보고서’ 형태로 작성하도록 한 
것은 글쓰기와 토론을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구성하고 있는 과목의 특성 때문이다. 

워킹그룹의 결과는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공표될 수 있다. 

11)물론 경쟁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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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활동을 통해 그 이전보다 더 나은 개선안을 산출한다는 점이다. 협력을 통

해 당해의 문제에 대한 다각적 사고가 가능하며, 피드백을 통해 해결방안에 

대한 심층적 사고와 심화를 촉발함으로써 더 나은 해결책을 협력적으로 생

산해내는 것이다. 다각적 사고와 심층적 사고의 융합적 결과를 창의적 사고

로 이해한다면, 워킹그룹 진행 과정은 그 자체로 창의적 사고가 전개되는 과

정이기도 하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플랫폼 토론 워킹그룹은 협력 

기반의 창의성 실현, 즉 공동창조의 과정이다. 공동창조의 학습 과정에 참여

하는 학생 모두 공동창조자로서 활동한다. 문제해결을 위한 전 과정 모두 공

동창조자의 협의와 참여로 진행되며, 산출되는 대안 역시 공동창조자의 업

적과 책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플랫폼 토론 워킹그

룹은 학습자 중심 교육의 의미도 갖는다. 

하지만 교육은 쌍방향의 것이다. 따라서 플랫폼 토론 워킹그룹이 공동창

조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이 플랫폼 토론 과정을 이해

하고 수용하는 태도 및 반응은 매우 중요하다. 다시 말해 학생들 역시 플랫폼 

토론 과정에서 또 다른 참여자를 동료와 협력자로 인식하고,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더 나은 개선안을 도출하는 토론 과정을 수행했다고 생각할 수 있

어야 할 것이다. 판단을 위한 풍부한 데이터가 쌓인 상태는 아니지만, 워킹그

룹을 경험한 학생 개개인의 반응과 태도는 현재까지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

된다. 플랫폼 토론 워킹그룹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참여자에 대한 친밀감과 신뢰감 형성, 소수 의견에 대한 존중, 다양한 

사고의 경험 그리고 협력자로서의 인식 등의 항목에서 학생들은 비교적 높

은 정도로 긍정적인 인식과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개되는 토론이라는 점에서 이 경쟁은 더 나은 공동성과의 산출이라는 방향에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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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플랫폼 토론 워킹그룹 울산대학교 설문조사 결과(2022년 6월 9일-6월 21일)12)

　설문문항 소속
학부 N 평균 표준 

편차
검정
결과

1. 조원 전체의 의견을 산출하는 데 용이하다.
인문 21 4.19 0.68 

n.s
공학 50 4.30 0.74 

2. 진행하기 쉽다.
인문 21 3.48 0.87 

.01<p
공학 50 3.94 1.00 

3. 준비 시간이 짧다.
인문 21 3.76 0.83 

n.s
공학 50 3.72 0.95 

4. 참여자에 대한 친밀감과 신뢰감이 생긴다.
인문 21 3.95 0.97 

n.s
공학 50 3.82 0.98 

5. 개선되고 정제된 결과가 산출된다.
인문 21 4.19 0.81 

n.s
공학 50 4.22 0.74 

6.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도출하는 데 좋은 토론방
식이다.

인문 21 4.29 0.64 
n.s

공학 50 4.22 0.74 

7. 다른 조별 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인문 21 4.19 0.81 n.s

　공학 50 4.20 0.81 

8. 모든 참여자가 동등하게 발언하게 함으로써 소수의 
의견이 묵살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

인문 21 4.43 0.68 n.s

　공학 50 4.36 0.88 

9. 참여자들이 가진 다양한 생각들을 접할 수 있다.
인문 21 4.33 0.66 n.s

　공학 50 4.44 0.70 

10. 참여자를 협력자로 여기도록 한다.
인문 21 4.43 0.75 n.s

　공학 50 4.42 0.78 

이상의 결과들은 플랫폼 토론 워킹그룹의 활용 가능성과 필요성을 어느 

정도 보여준다. 물론 향후 보다 자세한 추적 조사 및 분석이 뒤따라야 하겠지

만, 워킹그룹의 사회적 필요성이 증대하는 만큼, 우리의 토론 교육도 그 본래

의 의미를 유지하는 틀 내에서 이와 같은 변화에 부응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고 본다.

12)울산대에서 설문에 참여한 학생 수는 총 75명이나 소속 학부를 밝히지 않은 4명을 
제외한 71명의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전체 10개 문항에 대한 울산대 학생들의 
평균은 중위수 3을 상회하기 때문에 모든 문항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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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무리 – 기술혁명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토론 교육의 필요성

토론은 통상 하나의 논제에 대해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를 상대방에게 이

해시키기 위해 설득하면서 분별력 있는 판단에 도달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이재성 2010, 250). 이러한 의미에서 “토론은 논제에 대하여 긍정 측과 부정 

측이 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내세우고, 상대방의 주장이나 논거

가 부당하다는 것을 명백하게 하는 화법의 한 형태”(이창덕 외 2000, 378)라 

정의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기존의 토론에 대한 이해와 정의

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토론이라는 행위를 통

해 그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와 상황을 유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

에서 토론은 문제해결 과정이기도 하다. 더욱이 이 문제해결이 혼자가 아니

라 타인과 함께 이루어나간다는 점에서 토론은 그 자체로 협력적 문제해결 

과정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우리의 토론 교육은 토론의 일반적 이해와 정의처럼 서로 다른 

의견을 전제로 이루어져 왔다. 이른바 사회적 쟁점이나 정책 등 공공 쟁점을 

토론에 활용하는 ‘쟁점 중심 교육(issue-centered education)’은 대학 등의 일

반적인 토론교육 방식이었다(오연주 2015). 사회적 쟁점이나 정책 등은 그것

의 효과뿐만 아니라 가치 역시 다루어야 하며,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

을 수 있고, 이 의견들은 각기 하나의 주장들로서 대립하고 대결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진행 과정이 그리 평화롭지만은 않다. 서로의 정당화 과정에 대한 

공격과 대립이 반드시 발생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치적 성향과 관련된 이

념적 및 세대 간 갈등 상황은 그 심각성이 더하다. 비단 학생뿐만 아니라 토론

을 지도하는 교사 역시 이러한 갈등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그

러하다(오연주 2015, 166). 

물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신념과 가치의 경우 이와 같은 형태의 토론이 필

요할 수 있다. 하지만 토론은 그와 같은 대립적 상황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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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상호 간의 소통을 통한 설득의 한 유형이자 중요한 의사소통 역량 

중 하나임에도 주목해야 한다. 이 소통 방식이 갖는 특유의 효과를 또 다른 의

사소통 역량 교육에 접목하여 더 나은 의사소통 교육 효과를 시도하는 연구

들(강수진 2013; 김유미 2016; 이재성 2010; 권순구 2017; 조아라 2016)처럼, 

문제 상황을 더 나은 상태로 변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 문제해결을 위해 토론 

역시 그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기술혁명 시대 역시 토론의 이와 같은 역할과 기능을 요청하고 있

다. 과거보다 더 큰 협력이 요구되며, 이러한 협력을 통해 모두가 맞서야 할 

문제에 슬기롭게 대처해나가기 위한 태도와 역량이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것

이다. 앞서 논의했던 독일의 정책플랫폼 워킹그룹이나 우리나라의 열린 혁

신정책플랫폼 등도 같은 맥락에 놓여 있다. 이 워킹그룹 모두 협력을 기반으

로 실질적인 산업계 정책 제안과 어젠다 발굴 등의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

해 토론을 유력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도입하였다. 이에 관한 토론 교육모형

인 플랫폼 토론 워킹그룹 역시 토론의 이와 같은 의미와 기능에 주목하고 있

다.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는 인간의 활동적 삶을 세 범주로 나눌 수 있

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분류에서 토론은 그 어떤 개입 없이 인간과 인간 사

이에서 이루어지는 ‘행동(action)’의 범주에 속한다. 아렌트에 따르면 이 행

동이 가능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 모두가 서로 같

지 않다는 점에서만 동일하다는 것이다.(Arendt 1998, 8) 서로 다르기에 서로

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행동이란 결국 협

력적 활동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찬반 논의처럼 쟁점에 관한 토론 역

시 이와 같은 협력적 활동에 포함되지만, 그렇다고 쟁점에 관한 토론만이 협

력적 활동으로서의 토론인 것은 아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토론 

교육모형을 다양화하고 이를 통해 교육방식의 확장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플랫폼 토론 워킹그룹은 이를 위한 하나의 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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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Problem-solving Working Group’ as a 

Type of Debate

Lee, Suk Hyun(Sungkyunkwan Univ.)

Kim, Jong Gyu(Univ. of Ulsan)

This paper insists on the necessity of a new debate education based on the 

platform in the Digital Transformation era. Germany has devised the ‘Open 

Policy Platform Working group’ as a new cooperative problem-solving 

platform to correspond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Digital 

Transformation era. They are applying the results of it to set the agend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e also tried to introduce the working group 

platform centered around our government and national policy research 

institute. As a result, we manage the ‘Opened innovative policy platform’ as a 

Korean working group. Both of them based on the ‘Sympoiesis’ as a principle 

pursuing a ‘collaborative creation’ based on the individual peculiarity and 

agent. This characteristic can be used as a new type of debate in that it can 

promote both a rational democratic citizenship capacity development and 

communication ability improvement. In this sense, utilizing the working 

group as a new debate education type has a meaning of diversification of 

debate education. We call it in this paper ‘Platform Debate Working Group’. 

주제어: 토론, 워킹그룹, 디지털 전환, 협력적 창의성, 공동창조

Key Words: Debate, Working Group, Digital Transformation, Collabo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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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회의 스피치의 자유와 혐오 표현에 관한 
논의와 전개 과정*

13)

이상철 (성균관대학교)

[국문요약]

정 헌법 제1조 스피치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최근까지 북

아메리카 원주민, 흑인 노예, 이주민, 종교, 여성, 성 소수자, 성별 지향자, 장애인 등

에 대한 혐오 표현과 증오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스피치의 자유에 대한 한계와 

혐오 표현과의 충돌과 대척점에 관한 논의의 전개 과정은 스피치의 자유에 대한 개

념을 더욱 명확히 할 것이며 혐오 표현이 증오 범죄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인식을 

증대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첫째, 국제적 차원의 혐오 표현과 증오 범죄에 관한 정

책에 대한 미국 사회의 입장을 살펴본다. 둘째, 혐오 표현을 규정하는 언술(speech)

과 행동(acts)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사례를 탐구하며, ‘싸움하는 말(fighting words)’

의 개념을 논의한다. 셋째, 혐오 표현을 ‘싸움하는 말’과 ’실체적 악의(actual malice)’

로 규정하는 역사적 사례를 검토하며, 혐오 표현에 대한 다양한 규제와 처벌에 관한 

논의의 전개 과정을 탐색한다. 넷째, ‘명백하고 현저한 혐오 행위(clear and present 

danger)’가 스피치의 자유와 혐오 표현 규제의 기준이 되는 과정을 탐색한다. 마지

막으로 이러한 혐오 표현이 증오 범죄로 이어진 사례를 탐구하며 최근 미국 정부가 

제시한 증오 범죄 처벌 기준의 언술 유형 사례를 논의한다.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 지원
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A2A03070071).

수사학 제44집
2022년 9월 30일 71-94쪽
DOI: https://doi.org/10.31325/KJR.2022.9.4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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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최근, 한국 사회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혐오 표현(hate speech)이 대중화하

는 상황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

를 출범하고 ‘혐오 시대와의 결별’을 선언하면서, 혐오 표현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혐오 표현 리포트, 2019). 혐오를 진단하는 

것을 넘어서 갈등을 해소하고 대응 방안으로 공생과 공존을 추구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색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정치·사회적 갈등으로 인

해 혐오 표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며 혐오 표현에 관한 학문적 논의도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유민석 2019; 이승현 2019; 홍성수 2018). 혐오 표현의 학

문적 논의와 연구는 법학, 정치학, 사회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

어지고 있으나 수사학계 논의는 다소 부족하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대중 

매체 중심의 언론의 자유에 관한 논의는 오랫동안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수사학의 주요한 분야인 개개인의 스피치 자유(freedom of speech)

에 대한 논의는 다소 소홀히 다루고 있다. 미국 사회의 혐오 표현에 대한 논의

는 스피치 자유와 대척점을 이루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미국은 건국 초

기, 미국식 민주주의의 초석으로 스피치의 자유를 확립되는 과정에서 영국

의 민주주의 발전과 수사학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특히, 스피치의 자유를 천

명한 미국의 수정 헌법 제1조는 1689년 제정된 영국의 권리장전에 큰 영향을 

받았다. 미국식 민주주의 전개에서 스피치의 자유가 실행되는 과정에 혐오 

표현과 충돌하는 논의에 관한 연구는 한국 사회의 혐오 표현, 스피치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의 개념에 대한 논의를 더 풍부하게 하는 밑거름

이 될 것이다. 혐오 표현에 관한 논의는 스피치의 자유에 관한 논의 없이 이루

어지기 어려우며, 스피치의 자유와 혐오 표현에 관한 한국 수사학계의 논의

와 연구는 타 학문은 물론 우리 사회의 갈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스피치의 자유는 미국 헌법상 가장 소중한 개인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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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사회·문화적 가치와 상징으로 인식한다. 

미국에서 스피치의 자유는 자유에 대한 강한 선호, 개인주의에 대한 신념, 존 

로크에서 파생된 자연권 전통 등 다양한 요인에서 기인한다. 대다수 미국민

은 스피치의 자유가 사실상 절대 선이라고 믿고 있으며, 스피치의 자유에 대

한 정부의 개입은 공공선보다 개인의 자유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훨씬 크다

는 두려움을 전제로 한다. 미국민은 스피치의 자유가 개인의 가장 중요한 권

리로 인식하고 있다. 수정 헌법 제1조 스피치의 자유는 줄일 수 없다고 천명

하며 정부나 법의 개입을 불허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미국의 수정 헌법 제1조에 명시한 스피치의 자유가 혐오 표현과 충돌할 

때, 인간 개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존엄성과 인격권)에 관한 인식은 정치·사회

적 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다(Hughs 2015). 미국식 민주주의를 위

해 ‘혐오할 수 있는 자유’마저 스피치의 자유로 보고 혐오 표현 규제에 관한 

논쟁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혐오 표현은 일반적으로 특정한 개인이나 집

단에 대한 사악한 의도를 갖고 증오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혐오 표현에 관한 구체적 언술 사례에 관한 학문적 논의도 활발하다(Brown 

2015; Waldron 2012). 혐오할 수 있는 자유와 혐오하더라도 ‘위협적이지 않

을 의무’(Young, 2011), ‘괴롭히지 않을 의무’(Delgado 1982), ‘공격적이지 

않을 의무’(Feinberg 1984) 등을 규정하자는 논의도 활발하다. 스피치의 자

유라는 명분으로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최근까지 북아메리카 원주민, 흑인 

노예, 이주민, 종교, 여성, 성 소수자, 성별 지향자, 장애인 등에 대한 혐오 표

현과 증오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스피치의 자유에 대한 한계와 혐오 표현

과의 충돌과 대척점에 관한 논의와 전개 과정은 스피치의 자유에 대한 개념

을 더욱 명확히 할 것이며 혐오 표현이 증오 범죄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인식

을 증대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첫째, 국제적 차원의 혐오 표현과 증오 범죄

에 관한 정책에 대한 미국 사회의 입장을 살펴본다. 둘째, 혐오 표현을 규정

하는 언술(speech)과 행동(acts)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사례를 탐구하며,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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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하는 말(fighting words)’의 개념을 논의한다. 셋째, 혐오 표현을 ‘싸움하는 

말’과 ’실체적 악의(actual malice)’로 규정하는 역사적 사례를 검토하며, 혐

오 표현에 대한 다양한 규제와 처벌에 관한 논의의 전개 과정을 탐색한다. 넷

째, ‘명백하고 현저한 혐오 행위(clear and present danger)’가 스피치의 자유

와 혐오 표현 규제의 기준이 되는 과정을 탐색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혐오 

표현이 증오 범죄로 이어진 사례를 탐구하며 최근 미국 정부가 제시한 증오 

범죄 처벌 기준의 언술 유형 사례를 논의한다.

2. 스피치의 자유와 혐오 표현에 대한 미국의 정책

스피치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인식하고 있는 미국 사회는 혐오 표현에 

대한 연방 차원의 정책을 마련하지 않고 각 주 법원의 판례에 따른 처벌과 규

정이 있었다. 근대에 들어와 인종 간 갈등이 심화하자, 1964년 미국은 인종차

별을 금지하는 연방 인권법(Civil Right Acts)에 근거를 마련하고 혐오 표현

에 대한 연방 정책이 발효된다. 미국은 1948년 유엔이 제정한 세계인권선언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이하 UDHR)에 참여하였다. 그

러나 UDHR은 협약이 아니고 선언에 머물렀다. UN은 1966년 국제 사회 차

원에서 더 구체적으로 인권을 실천하기 위해,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

한 국제 규약(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ICESCR)과 시민과 정치적 권리 규약(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ICCPR), 그리고 인종차별 철폐에 대한 국

제 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이하 ICERD)을 채택하며 미국 정부도 위 협약에 참여

한다. ICCPR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개인 정보에 대한 정부

의 간섭을 배제하며, 개인의 ‘명예와 평판’에 관한 공격을 금지하고, 인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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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차별, 증오, 적대감, 폭력’을 금지하는 규약이다. ICERD 협약은 제4조

에 의해 인종적 우월성에 근거한 증오 또는 차별을 정당화 혹은 조장하는 행

위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 법률 제정을 각 국가에 권고하는 협약이다. 그러나 

ICERD 협약의 제4조는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을 강제하지 않고 권고하는 

데 그치며, 특히 제5조는 스피치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조항을 포함

하고 있어 각 국가는 협약에는 서명하였지만, 법률 제정에는 소극적이었다. 

예를 들어 영국은 1976년, 호주는 1980년 ICCPR을 발효하고, ICERD는 영

국 1969년, 호주 1975년에 발효하였지만, 미국은 1992년 ICCPR을 발효하고 

1994년 ICERD를 발효하였다. 1977년 카터 행정부 당시 ICCPR, ICESCR과 

ICERD를 승인하도록 의회에 요청하였지만, 미국 의회는 조약 승인과 이행

과정에서 ‘인종 차별’(racial discrimination)과 ‘인종 증오’(racial hatred)는 추

론적 행위이며 보편적일 수 없다는 논의가 이루어지다 1992년과 1994년에

야 발효된다(Lawrence 1993). 특히 미국 의회는 혐오 표현 혹은 증오 표현에

서 구체적 언술 행위는 보편적 범죄로 규정할 수 없으며, 미국 수정 헌법 제1

조와 상충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며 혐오 표현에 대한 제4조 항목인 처벌에 

대한 규정은 유보하고 비준하였다. 

미국은 수정 헌법 제1조 ‘스피치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어느 국가보

다 더 강력하게 헌법으로 보호하며, 이 조항에 대한 법적, 정치적, 사회적 해

석은 주마다 각각의 사건마다 다양하다. 미국 수정 헌법 스피치의 자유에 대

한 법적 해석을 살펴보면 미국의 혐오 표현에 대한 해석과 정의를 구체적으

로 살펴볼 수 있다. 미국 법원은 스피치의 자유와 혐오 표현을 언술(speech)

과 행동(acts)의 이분법을 적용하여 구분한다. 혐오 행위가 언술 후에 후속 피

해로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로 판단한다. 미국 법원은 명확하며 

즉각적이고 중대하거나 심각한 행동이 따르지 않는 언술 행위에 대해 규제

를 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이 언술에는 ‘말’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깃발을 태우거나 십자가를 태우는 등의 비언어 행위도 포함한다. 미국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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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말’과 표현에 대한 자유는 보장하지만 그런 언술이 해로운 행위로 이어

졌을 때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말과 표현의 행위 그 자체로 유해한 행위로 규

정하지 않으며, 이러한 광의적이며 포괄적 해석은 혐오나 증오 표현의 잠재

적인 피해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3. 언술과 행동(speech and acts) 

일부 학자들은 혐오 표현이나 증오 표현 그 자체가 해로울 수 있으므로 규

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Gelber 2002). 겔버는 스피치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가 혐오 표현에 대한 자유를 무제한 보장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는 

혐오 표현에 관해 규제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을 펴야 한

다고 피력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양질의 삶을 해치거나, 해악을 입힐 가능성

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법이 개입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하며, 표현행위가 유

발하는 피해의 정도에 따라 규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발화 행위가 

발생하는 피해가 ‘즉시’적이고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규제해야 한다고 권

고하며, 현재 미국 법원은 혐오 표현을 언술(speech)과 행동(acts)의 이분법 

관점에서 단순하게 해석하고 있다며 모순적이라고 보았다. 혐오 표현 자체

를 행동으로 본다면 혐오 표현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미국 법원은 겔버의 주장에만 근거하여 판결하지 않고 있으며 각

주 법원마다 개개의 재판부마다 다양한 판례가 있을 뿐이다.

겔버의 주장을 전제로 하여 혐오 표현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을 채택한 대

학이 있다. 미시간 주립대학교는 1988년 ‘스피치 코드(speech code)’ 규정을 

제정하였지만, 대법원은 해당 규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위헌이라고 판단

하였다. 미국의 공립 대학과 주립 대학은 수정 헌법 제1조 스피치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없지만, 스피치 코드라는 이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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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혐오 표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공립 대학은 해당 사건마

다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해석은 개별적으로 다양하며 이에 대한 논란은 계

속되고 있다. 미국의 사립대학교는 규정 제정이 가능하다. 스탠퍼드대학교

는 사립대학교 중 스피치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규정을 가장 먼저 제

정한 대학으로 괴롭힘, 혐오, 협박, 폭력을 금지하는 규정을 제정하였다. 개

인을 낙인찍거나 비방 혹은 혐오를 유발하는 ‘싸움하는 말’이나, 기호 혹은 

상징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싸움하는 말’은 ‘인간에 대한 직접적이고 본

능적인 증오 또는 경멸’(direct and visceral hatred or contempt)을 나타내는 

말로 정의하고 있다(Lawrence 1993).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시간대학교는 개

인을 낙인찍거나 희생양으로 하는 어떤 말과 물리적 행동을 금지하고 위협

적이고 적대적이거나 비하하여 교육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으나, 

주립대학교이어서 수정 헌법 제1조에 근거하여 무효로 하였다(Substein 

1993). 스탠퍼드 대학의 ‘싸움하는 말’에 대한 규정은 미국 법원에서 혐오 표

현에 대한 해석에 오래된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킨다. 

 

4. 싸움하는 말 (Fighting Words) 

미국 수정 헌법 제1조 스피치의 자유에 대한 해석과 혐오 표현 판례에 관

한 대표적 준거인 ‘싸움하는 말’이라는 개념은 1942년 채플린스키 판례에서 

시작하였다. 여호와의 증인인 월터 채플린스키(Walter Chaplinsky)는 뉴욕

주 로체스터 시내의 공공 도로에서 전통적인 형태의 기독교를 비방하는 출

판물을 배부하고 로체스터 시장을 ‘망할 사기꾼(a God-damned racketeer)’

이라고 비방하며 시장은 ‘망할 파시스트이고, 로체스터 파시스트 대리인(a 

damned Fascist and agent of Fascist in Rochester)’이라고 소리쳤다. 거리나 

공공장소에 다른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모욕하거나 조롱하며 ‘싸움하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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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금지하는 뉴욕주 법에 따라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변호인과 채플

린스키는 법정에서 이 법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이유로 수정 헌법 1조를 위

반했다고 주장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Chaplinsky v. New Hampshire, 

315 U.S. 568, 1942).

1949년 가톨릭 신부 아서 터미니엘로(Arthur Terminiello)는 미국 기독교 

재향 군인모임에서 연설하면서 다양한 인종 집단을 비판하며 선동적인 발언

을 했다. 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강당에는 약 800여 명의 청중이 있었고 밖에

는 연설에 항의하기 위해 약 1,000명의 군중이 모였다. 시카고 경찰이 출동하

였지만, 질서를 유지할 수 없었고 신부는 기소당하였다. 이후 터미니엘로는 

시카고의 평화 조례(Peace Ordinance) 위반으로 1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

고 일리노이 항소 법원과 일리노이 대법원 모두 유죄 판결을 확정하였다. 터

미니엘로는 미국 연방 법원에 항소하였고 일리노이주 판결을 뒤집었다. 연

방 법원은 터미니엘로의 연설이 수정 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며 일

리노이주 법원이 해석한 조례는 위헌이라며 유죄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

은 스피치 자유의 목적은 말이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것일지라도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도발적이고 선동적인 말의 내용이라도 

잠재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연방 대법원은 스피치의 자

유는 무제한이 아니고 ‘싸움하는 말’ 혹은 ‘투쟁하는 말’에는 적용되지 않는

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러한 제한은 이 경우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

다. 연방 법원은 미국 사회의 시민과 정치 제도의 활력은 자유로운 토론에 달

려 있다고 보았다. 미국 연방 정부가 국민의 의견에 계속 대응하며 평화로운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자유로운 토론과 자유로운 아이디어 교환이 이루어

질 때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미국 연방 법원은 자유롭게 말할 권리와 다양

한 아이디어와 프로그램을 촉진할 권리는 미국 사회를 전체주의 체제와 구

별하는 주요한 차이점 중 하나라고 결론을 내렸다(Terminiello v. Chicago, 

337 U.S. 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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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아닌 비언어 행위의 사례로는 폴 로버트 코헨(Paul Robert Cohen)의 

판례가 대표적이다. 1968년 4월, 19세의 청년 코헨은 로스엔젤레스 법원 복

도에서 ‘징집! 엿 먹어, 전쟁은 그만’(Fuck the Draft, Stop the War)이라는 문

구가 적힌 재킷을 입었다고 체포되었다. 코헨은 이날 변호인의 증인으로 법

정에 갈 일이 있었는데, 그날 법정 안에 들어서면서 재킷을 벗은 것으로 알려

졌다. 그러나 복도에서 그의 재킷을 본 경찰관이 판사에게 코헨을 법정 모독

죄로 지정할 것을 요청했지만, 판사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 경찰관

은 코헨이 법정을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평화’를 방해한 혐의로 그를 체

포했다. 코헨은 베트남 전쟁에 항의하는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

기 위해 재킷을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캘리포니아 형법 415조 ‘소란을 

피우거나 공격적인 행위로 이웃이나 사람의 평화나 조용함을 악의적이고 고

의로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를 위반하여 30일의 징역형을 선고받았

다. 주 법원은 캘리포니아 형법에 따라 재킷을 입은 행위를 ‘공격적 행위’로 

‘다른 사람을 폭력 행위로 유도하거나 평화를 교란하는 경향이 있는 행동’으

로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하였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코헨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기 위한 장소를 신중하게 선택했으며, 자신의 행동으로 충격을 줄 수 

있는 적합한 곳이란 것을 알고 있었으며, 재킷에 적힌 단어가 폭력적인 반응

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야 했다’라고 판단하였다. 캘리포니아 법원

은 또한 코헨이 ‘최소한 예절의 기준과 공공 행동의 허용된 규범’에 미치지 

못하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명시하며, 수정 헌법 제1조 스피치의 자유는 공개

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언어, ‘엿 먹어(fuck)’를 포함하지 않는다

고 판단하였다(Cohen v. California, 403 U.S. 15, 1971),

이후, 코헨은 미국 시민 자유 연합(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of 

Northern California) 북부 캘리포니아지부의 지원을 받아 항소하면서 연방 

법원에서 다시 논란이 되는데, 담당 판사는 재판 도입부에 코헨의 변호인에

게 법정에서 ‘fuck’이라는 단어를 얘기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권고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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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변호인은 “이 젊은이가 한 것은 ‘fuck the draft’라고 쓰인 재킷을 입고 

법원 복도를 걸은 것”뿐이라고 항변하며 코헨이 그날 법정 안에서는 그 재킷

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변호인은 나중 fuck이란 특정 단어는 말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는데, 자신의 법정 변론에서 fuck이라고 한 

것이 판결에 이롭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검찰 측은 유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야 하며, 바로 그 말 자체가 공격적인 행동이고 재킷의 표현

은 말과 행동 모두 구성되어 있어 언술과 행동이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코헨의 행위는 캘리포니아 법령, ‘일반 사람의 평화를 교란하는 것’으

로 범죄가 성립되며 그로 인해 기분이 상할 사람이 있으므로 유죄 판결이 유

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연방 법원은 5대4의 판결로 캘리포니아 법원의 결정을 뒤집었다. 무죄 판

결을 한 판사는 주 법원이 다루었던 문제가 특별히 식별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말’ 혹은 ‘언술’에만 근거하여 유죄 판결을 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언술, 

재킷에 적힌 말은 수정 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Fuck’이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보다 더 혐오스러울 수 있으며, 어떤 사람에

게는 저속하게 들리는지 모르지만, 어떤 이에게는 그저 일상적일 수 있는 용

어라고 판시하였다. 하지만 소수의견을 낸 판사들은 코헨이 법원에서 재킷

을 입은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 ‘어리석고 미성숙한 장난’으로 간주해야 하

며 수정 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명시하였다.

위와 유사한 사례로, 1972년 반전 운동가인 조니 윌슨(Johnny C. Wilson)

은 신병 모집 단체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다 군인 모집을 방해한 혐의로 체

포되면서 경찰관을 ‘죽이겠다’라고 위협하였다. 그는 조지아 주법이 규정한 

‘평화를 깨뜨리는 경향이 있는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

다. 조지아 법원은 만장일치로 ‘그의 발언 자체가 상해를 입히거나 평화의 즉

각적인 파괴를 조장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스피치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이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연방 법원은 조지아 법령이 지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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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광범위하다고 결론지었다. 연방 법원은 1942년 채플린스키 판례를 인용

하며 ‘개인적으로 그 발언이 언급한 사람에 의해 폭력 행위를 유발하는 직접

적인 경향이 있는 언어에만 적용’해야 하는데 조지아 법령은 너무 광범위한 

조항이며, 그동안 조지아 법원이 ‘싸움하는 말’이 아니어도 이 조항을 적용

하여 많은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을 제시하며 조지아 법령을 무효로 하였다. 연

방 법원은 윌슨의 말이 ‘실체적 악의(actual malice)’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연방 법원은 해당 법령이 ‘보호해야 할 의사 표현에도 이 법을 적용하기 쉬우

므로’ 조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결론지었다. 연방 법원의 이 결정은 사

실상 ‘싸움하는 말’의 적용을 제한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이 판결은 특정 

언술을 싸움하는 말로 규정할 때, 법원은 사용한 언어의 공격성보다는 ‘실체

적 악의’ 혹은 ‘즉각적이고 폭력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의사소통의 과정을 

판단하는 것으로 바뀌어 가는 계기가 되는 판례가 된다(Gooding v. Wilson, 

405 U.S. 518, 1972). 이 판례는 수정 헌법 제1조와 상충하는 ‘싸움하는 말’의 

범위를 제한하고 그동안 광범위하게 스피치의 자유와 혐오 표현을 규정하는 

해당 조항이나 법률을 더욱 정확히 명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법리

의 논의는 명백하고 현저한 위험이라는 논의로 이어지게 된다. 

5. 명백하고 현저한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

‘명확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근거로 한 혐오 표현에 대한 유죄 판결에 대

한 논란은 진행 중이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자면 1952년 일리노이주에서 백

인 우월주의자인 조셉 뷰하나이스(Beauharnais)는 흑인을 강도, 강간과 폭력 

범죄자라고 비난하는 전단을 배포하였다. 뷰하나이스는 흑인들이 만든 악에 

대항하여 백인들이 단결하여 그 악을 멈추어야 한다고 시카고 정부에 청원

하였다(Beauharnais v. Illinois, 343 U.S. 1952). 뷰하나이스는 자신의 주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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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으며 스피치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개인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 집단을 비난하였기에 공개적인 표현이

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시카고 대법원은 5대4의 의견으로 집단 명예 훼손

이라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1969년 클래런스 브란덴버그(Clarence Brandenberg) 사건 역시 미국 수정 

헌법 제1조 스피치의 자유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혐오 표현으로 구분

하는 대표적 사례 중 하나이다. Ku Klux Klan의 지도자인 브란덴버그는 오

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추종자들과 함께 흰옷을 입고 후드를 걸치고 십자가

를 태우면서 흑인은 아프리카로 돌아가고 유대인은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한

다고 주장하며 미국 대통령과 의회가 백인들을 탄압하고 있으니 독립 기념

일 날 워싱턴 D.C.에서 항의 집회를 열자고 주장하였다. 브란덴버그는 신시

내티 시위를 텔레비전에 미리 알려 녹화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방송사는 이 

광경을 전국적으로 방송하였다. 오하이오 대법원은 그를 ‘증오 선동죄’로 유

죄 판결을 내렸지만, 연방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정부는 추상적인 표현행위

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하며 ‘명확하고 현저한 위험’이 없다는 결론을 내

리고 브란덴버그의 유죄 판결을 철회하였다(Brandenberg v. Ohio, 395 U.S. 

444, 1969). 연방 대법원은 옹호나 지지와 선동 사이의 경계를 명시하며 Ku 

Klux Klan이 폭력을 옹호하였지만 선동하지는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미국에서 혐오 표현에 대한 정치적 행위를 상징하는 또 다른 대표적 사례

로 1978년 국가 사회주의 정당(National Socialist Pary)소속 네오 나치들의 

시카고 교외인 스코키(Skokie)시 행진이 있다. 네오 나치 그룹은 스와스티카

가 있는 독일 친위대 제복을 입고 홀로코스트 유대인 생존자가 많이 거주하

는 시카고 교외 지역 스코키 시내를 행진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스코키시 지

방자치단체는 행진을 막기 위한 법률을 즉각 제정하고, 일리노이주 법원은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이 스와스티카를 보면 상처를 받으며 폭력이 수반될 수 

있다며 행진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주 대법원과 연방 법원은 행진의 금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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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치의 자유를 침해하며 행진이 ‘폭력 선동’ 요건에 충분히 충족하지 않다

는 결론을 내리고 하급 법원의 결정을 무효화 시켰다(Village of Skokie v. 

National Socialist Party of America, 373 N.E. 2d. 21). 대법원은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감정이 상할 것은 이해하지만 그러한 감정이 행진을 금지할 충분

한 근거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스코키 사례는 ‘폭력 선동’의 기준에 대한 

논란을 일으킨 사건이다. 승소 이후 네오 나치 그룹은 의기양양하여 유대인

이 많이 거주하는 스코키시에서 행진하지 않고 일반 대중이 훨씬 많은 시카

고 시내를 행진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행진은 인기 없고 소외된 단체의 소수 

행진으로 전락하여, 네오 나치 그룹의 무능과 편견을 시민들에게 적나라하

게 보여주는 이벤트로 끝났다. 이 사례는 혐오 표현을 사법적으로 무조건 억

제하는 것보다 표현을 허용하여 그런 단체를 시민들이 불신하게 만드는 데 

일조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네오 나치의 스코키 행진은 스피치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는 믿음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다준 사례이다. 그러나 법리

적으로 흠결이 있는 판결이라는 의견도 있다. 

1990년 미국 미네소타주 세인트 폴(St. Paul)시에서 백인 청소년들이 새로 

이사를 온 흑인의 집 잔디밭에서 부러진 책상다리로 십자가를 만들어 불을 

질러 태우는 혐오 표현을 하였다. 세인트 폴시는 “누구든지 공공의 장소나 

사유지에서 불타는 십자가나 나치 스와스티카를 포함하여 상징, 대상, 명칭, 

낙서로, 다른 사람의 인종, 피부색, 신념, 종교 또는 성별에 의해 합리적인 근

거에 의한 분노, 경보 또는 분개를 유발하는 것은 난폭한 행위이며 경범죄이

다”라는 조례를 들어 이들을 기소하였다(R.A.V. v. City of St. Paul, 505 U.S. 

377)

“Whoever places on public or private property, a symbol, object, 

appellation, characterization or graffiti,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 

burning cross or Nazi swastika, which one knows or has reasonable 

grounds to know arouses anger, alarm or resentment in others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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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s of race, color, creed, religion or gender commits disorderly 

conduct and shall be guilty of a misdemeanor.”

피의자들은 이 조례가 너무 광범위하여 자신들의 행위에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미네소타주 법원과 연방 법원은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내렸

다. 흑인에 대한 억압과 폭력의 오랜 역사와 인종차별이 만연한 미국 사회에

서 스코키의 사례와 세인트 폴 사례는 유사하지만 동일하지 않다. 스코키에서

는 유대교라는 종교에 대한 혐오를 불러일으키려는 의도가 있었지만, 결과적

으로 시민들의 경멸을 불러일으켰다. 세인트 폴 사건은 인종에 대한 혐오 표

현으로서, 백인들은 흑인 중산층이 백인 동네로 이사 오지 못하도록 위협하는 

악습으로 오랫동안 이루어진 증오행위이다. 흑인의 집 앞에서 십자가를 불태

우는 행위는 두려움과 분노를 유발하는 즉각적이며 명확하고 현저한 위해로 

본 것이다. 스코키시에서 벌어진 네오 나치의 행진은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의 

아픈 과거 기억을 유발할 수는 있지만, 1970년대 후반 미국 사회에서 네오 나

치의 반유대주의가 크게 진전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네오 나치의 행진과 관련하여서는 중대하고 실질적인 

해악과 임박한 위험이 없어 금지하지 않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스피치의 자유

와 혐오 표현 논쟁의 핵심에 ‘명확하고 현저한 위험’이라는 법리 해석이 중요

하다. 혐오 표현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는 개념과 연관지어 다양하게 

해석되며 스피치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척점의 기준이 된다. 일부 혐오 표현의 

‘명확하고 현저한 위험’은 증오 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6. 증오 범죄 (Hate Crime) 

증오 범죄는 혐오로 비롯된 ‘증오’와 ‘범죄’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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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증오는 단순히 성화, 분노 또는 일반적인 혐오를 의미하지 않는다. 증오 

범죄에서 증오는 법으로 정의된 특정 사람이나 집단에 대한 편견을 의미한

다. 미국연방 차원의 증오 범죄 법에는 피해자의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 국

가, 성적 취향, 성별, 성 정체성 또는 장애를 근거로 행해지는 범죄가 포함된

다. 증오 범죄 대부분은 인종, 피부색 및 종교를 근거로 저질러지는 범죄 건

수가 많으며 성적지향, 성별, 성 정체성, 장애에 대한 편견으로 저지른 범죄

도 있다. 전문가들은 2004년에서 2015년 사이에 미국에서 매년 평균 250,000

건의 증오 범죄가 저질러지는 것으로 연평균 2만 건이 넘는 범죄가 일어난다

고 추정한다. 이들 중 대부분은 법 집행 기관에 보고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

고 있다.  

미국 최초의 증오 범죄 법률은 1871년 미국 남북 전쟁 이후 Ku Klux Klan

에 의해 자행되고 있던 인종 증오 범죄 증가에 맞서 싸우기 위해 제정된 민권

법(Civil Right Act)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남부 주들 중심으로 법 집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흑인과 새 이주민에 대한 범죄는 만연하였다. 1968년 

민권법이 연방 의회에서 발효되며 증오 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였다. 

1968년 민권법은 인종, 피부색, 종교 또는 국적을 이유로 강요, 협박 위협, 상

해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였다. 최근 증오 범죄 법령 제정은 1978년 캘리

포니아 주가 가장 먼저 하였으며 인종, 종교, 피부색 및 출신 국가 등 네 가지

의 범주에 대한 혐오 행위를 명시하였다. 1981년 워싱턴주는 선조 혹은 조상

이라는 항목을 포함하였으며, 알래스카는 1982년 신조(creed)와 성별을 포

함하였고, 이후 다른 주들은 장애, 성적 취향 및 민족에 대한 항목을 포함하

였으며, 1990년대에 들어와 일부 주는 나이, 혼인 여부, 군대, 시민권, 특정 단

체 구성원 등을 포함하였다. 증오 범죄로 간주할 수 있는 범죄 행위에는 폭

행, 구타, 기물 파손, 강간, 위협 및 협박, 방화, 무단 침입, 스토킹 및 다양한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매튜 셰퍼드와 제임스 버드 주니어(Matth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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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pard and James Byrd Jr.) 증오 범죄 예방법에 서명하였다. 이 법은 매튜 

셰퍼드와 제임스 버드 주니어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는데, 동성애자인 매

튜 셰퍼드는 1998년 와이오밍주 라라미(Laramie)시에서 고문을 받고 살해

된 대학생이다. 제임스 버드 주니어는 1998년 텍사스주 재스퍼(Jasper)시에

서 백인 우월주의자 세 명에게 트럭에 묶여 끌려다니다 살해당한 흑인 남성

이다. 셰퍼드의 살인자들은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나 셰퍼드의 부모가 살인자

들에 대한 용서와 자비를 구했기 때문에 사형은 면했다. 버드의 살인범 중 두 

명은 2011년과 2019년에 각각 사형 집행을 당했고, 세 번째 범죄자는 종신형

을 선고받았다. 와이오밍주와 텍사스주에는 당시 증오 범죄에 관한 법률이 

없어 기존 법률을 적용한 판결을 받았다. 당시 와이오밍주 증오 범죄 법은 동

성애자 혐오에 관한 법률이 없었으며 반면 텍사스에는 인종 관련 증오 범죄 

법이 없었다. 이 두 사건과 재판으로 인해 미국의 각 주와 연방 차원에서 증오 

범죄 법안을 수정하거나 개정하라는 요구가 일어났으며 미국은 물론 국제적

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증오 범죄 법 확대 지지자들은 증오 범죄가 심리적

인 측면에서 일반 범죄보다 더 나쁘다고 주장한다. 증오 범죄로부터 정신적

으로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일반 범죄보다 거의 2배에 달하며, LGBTQ

들은 종종 자신의 성 지향성 때문에 평소에도 벌을 받는 것으로 느끼며 우울

증,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발병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또한 LGBTQ들은 셰퍼드의 살인을 보며, 자신의 안전을 두려워하고 자

기 혐오감을 경험하며 같은 일이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불안

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튜 셰퍼드와 제임스 버드 주니어 증오 범죄 예방법 법으로 인해 증오 범

죄에 실제 또는 인지된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취향 및 장애를 추가하게 되었

다. 미국 명예 훼손 반대협회(Anti-Defamation League; ADL)를 중심으로 셰

퍼드의 부모와 시민단체 연합이 주도하여 셰퍼드 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캠

페인은 10여 년 동안 지속되었고 2009년에야 제정되었다. 2020년 5월, 흑인 



미국 사회의 스피치의 자유와 혐오 표현에 관한 논의와 전개 과정 • 87

아흐모드 아베리(Ahmaud Arbery)가 조지아주 브룬스위크(Brunswick)시에

서 조깅을 하다 백인 부자에게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의 죽음은 증오 

범죄 법률이 없는 주 중 하나인 조지아에서 증오 범죄 법률을 채택하려는 노

력에 활기를 불어넣어 2020년 6월에 통과되었다. 이후 46개 주가 다양한 유

형의 증오 범죄를 범죄화하는 논의를 시작하였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 사회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증오 

범죄가 급증하자 연방 정부는 2021년 5월 18일 아시아계 미국인 증오 범죄 

법안(Anti-Asian Hate Crime Bill)을 발효하였다. 이 법안에 따라 미국 법무

부는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혐오 표현이나 증오 범죄를 중점으로 담당하

는 공무원을 지정해야 하고, 각 경찰서에 보조금을 제공하여 관련 증오 범죄 

신고를 위한 핫라인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다수의 전문가에 따

르면, 이 증오 범죄 법은 상징적인 목적은 있지만, 사람들이 증오 범죄를 저

지르는 것을 예방하는 데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사실, 

증오 범죄에 관한 대부분은 이미 공격이 발생한 후 일어나는 사안에 집중되

어 있다. 이 법안은 증오 범죄의 자료를 수집하고, 소수 인종 커뮤니티의 치

안과 보안 강화하고, 가해자가 직면해야 하는 처벌 유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최근 미국 법무부는 증오 범죄에 대한 사이트를 개설하고 증오 범죄를 신

고하는 것은 피해자를 지원하고 도움을 주는 행위라고 홍보를 시작하였다. 

각 지역사회에 이러한 범죄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해당 집행 기관이 공동체

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혐오 표현의 구체적 범위를 이해하는 것은 편견과 증오

에 기반한 공격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

를 위해 인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였다. 미 법무부는 증오 범죄를 인종, 피

부색, 종교, 출신 국가, 성적 취향, 성별, 성 정체성 또는 장애 등 8가지 유형으

로 구분하며 구체적 언술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U.S. Department of Justice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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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종(race): 주점 옆 주차장에서 29세 일본계 미국인 남성이 51세 백인 

남성으로부터 타이어 빼는 지렛대 공구로 공격을 받았다. 피해자는 팔이 부

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는 술집에서 그에게 인종 

관련 혐오와 모욕을 하였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일본계 미국인에게 ‘Jap’

이라고 하며 일본인이 미국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불평했다. 2) 출

신 국가/민족(ethnicity/national origin): 아랍어로 말하는 두 명의 팔레스타인 

대학생이 학과 리셉션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백인 남성인 다른 학생이 고의

로 그들 중 한 명과 부딪쳤다. 한 팔레스타인 학생이 ‘지나갈 때 조심해’라고 

말하자 백인 학생은 ‘나는 내가 원하는 곳 어디든 가는 거야. 여기는 내 조국

이다, 아랍인들이!’라며 팔레스타인 학생의 뺨을 때렸다. 3) 피부색(color): 6

명의 흑인 남성이 주거 지역을 걷고 있던 백인 남성과 아시아계 여자 친구를 

폭행하고 중상을 입혔다. 그들은 희생자들이 ‘검은색’ 동네에 침입했기 때문

에 공격을 했다고 말했다. 4) 종교(religion):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회당

에 침입하여 값을 매길 수 없는 여러 종교 물건을 파괴하였다. 가해자들은 문

에 스와스티카를 크게 그리고 벽에는 ‘유대인에게 죽음을’이라고 썼다. 다른 

귀중품이 있었지만 도난당한 것은 없었다. 5) 성별(gender): 한 여성이 휘트

니스 센터에 권총을 들고 남자 탈의실에 들어가 여러 발의 총을 쏘았다. 이 총

격으로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상처를 입었다. 그 살인마의 블로그는 그녀가 

한동안 공격을 계획하였으며 그녀를 거부한 남성들에 대한 깊은 증오를 품

었다고 밝혔다. 6) 성 정체성(gender identity): 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집 근처 

길을 걷고 있을 때 세 명의 남성이 그녀를 향해 걸어오면서 ‘야, 너 무슨 문제 

있어?’ 그녀는 그들을 무시하려고 계속 걸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와서 ‘우

리는 이 동네에 퀴어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외쳤다. 그리고 그 중 한 사람이 

그녀를 땅에 쓰러뜨렸다. 7) 성 지향성(sexual orientation): 메이크업과 장신

구를 차고 있던 5명의 게이 남자 친구가 유명한 게이 바를 나오는데, 한 무리

의 남자들이 접근했다. 이들은 게이 남성의 여성스러운 외모를 비웃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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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씨씨!(Sissy!)’, ‘걸리맨!(Girlie Man!)’이라고 하였다. 그들은 피해자를 

물리적으로 공격하여 의식을 잃게 하였다. 8) 장애(disability): 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지역사회로 복귀하기 위한 보호소에 방화가 일어났다. 조사 

결과 이웃들은 마을 모임에서 보호소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보호소가 

자신의 커뮤니티에 위치하는 데 화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가 신고되기 

얼마 전 한 목격자는 ‘그 미친놈들 없애버리겠다, 태워버리겠다’라는 어떤 

남성의 진술을 들었다. 환자와 직원을 포함한 12명이 2도와 3도 화상을 입었

다. 미 법무부의 구체적 증오 범죄 사례는 그에 해당하는 언술과 구체적 행동

을 포함하고 있으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나 혐오 표현과 증오 범죄 예방에 논

의는 다소 소홀히 다루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해자가 증오 범죄를 저지르면 

체포되며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범죄를 예

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가해 가능성이 있는 자들

에게 처벌의 위험성을 홍보하여 미래의 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실질적인 방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7. 결론

미국은 스피치의 자유를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에 가장 중요한 권리로 인

식하고 있지만 끊이지 않는 혐오와 증오 표현에 대한 규제와 처벌에 관한 논

쟁이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건국 과정에서 주 자치와 연방의 법

적 정치적 권한에 대한 논의는 혐오 표현과 증오 범죄의 규제와 처벌에 관한 

조례나 법률 제정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더한다. 미국 연방 정부는 국제적 

상황에 따라 UN이 추진한 ‘시민과 정치적 권리 규약’과 ‘인종차별 철폐에 대

한 국제 협약’에 참여하고 있지만스피치의 자유를 우선시하며 구체적 법률 

제정은 유보하고 있다. 최근 혐오 표현이 증오 범죄로 이어지며 확산되자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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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범죄에 대한 예방법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에서 주마다 혐오 표현

과 증오 범죄에 관한 조례나 법률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미국은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를 언술과 행동으로 구분하여 ‘싸움하는 말’과 ‘실체적 악의’에 다

양한 해석을 내리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싸움하는 말이나 실체적 악의가 구체

적으로 타인에게 ‘명백하고 현저한 위험’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처벌을 

위한 해석에 대척점이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최근 법무부가 제시한 명백하

고 현저한 혐오 표현의 행동이 증오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언

술 사례를 탐색하였다. 그러나 법무부가 증오 범죄에 관한 언술 사례를 제시

하였지만, 혐오 표현에 대한 논의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으며 예방이

나 교육방안은 소홀히 다루고 있다. 혐오 표현이나 증오 범죄가 어떤 처벌을 

받는가에 대한 구체적 사항에 관한 홍보는 부족하다. 

혐오 표현과 스피치의 자유는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수사학의 주요

한 분야인 스피치의 자유와 혐오 표현의 대척점에 관한 한국 수사학계의 논

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기 바란다. 미국의 스피치의 자유, 혐오 표현, 증

오 범죄에 관한 논의와 전개 과정이 한국 수사학계의 스피치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에 관한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 한국 수사학계의 

이러한 논의와 연구는 타 학문은 물론 우리 사회의 갈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

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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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velopment of the discussion on freedom of speech and hate 

speech in American society

SangChul Lee (SungKyunKwan Univ.)

In the name of Freedom of Speech under the First Amendment, from the 

beginning of the nation to the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hate speech and 

hate crimes against Native Americans, black slaves, immigrants, religion, 

women, sexual minorities,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have continued. The 

development of the discussion on the limitations on freedom of speech will 

further clarify the concept of freedom of speech and increase the awareness of 

hate speech and hate crime. First, this article examines the American society’s 

position on policies on hate speech and hate crimes at the international level. 

Second, it explores various interpretations of speech and acts that define hate 

speech, and discusses the concept of ‘fighting words’. Third, it examines 

historical cases that define hate speech as ‘fighting words’ and ‘actual malice’, 

and explores the discussions on various regulations and punishments for hate 

speech. Fourth, it investigates the process in which ‘clear and present danger’ 

becomes the standard for the regulation of hate speech. Finally, it explores 

cases in which such hate speech leads to hate crimes, introduces examples of 

the types of statements in the hate crime standard proposed by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and discusses its strengths and shortcom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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陈寅恪“独⽴之精神, 自由之思想”的修辞分析*

- 『对科学院的答复』 -

1)

张婉舒 ․ 罗敏球 (韩国外国语大学)

[국문요약]

전 세계적으로 사회가 발전하고 뉴미디어가 부상하면서 많은 강연 프로그램이 

끊임없이 관중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2000년대 중국에서는 ‘기파설(奇葩说)’ ‘세계

청년설(世界⻘年说)’ 프로그램이 등장했고, 2012년 시작한 ‘개강이야(开讲啦)’은 

중국 최초로 청년들을 위한 공개 강연으로서 참신한 아이디어의 물결을 일으켰다. 

이 프로그램은 중국의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성장하고 어려움에 처해도 의연하게 

대처해야 함을 일깨워주었다. 한편, 이 프로그램에서는 사회자, 게스트, 참가자 모

두 별다른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야기함으로써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이념’을 잘 

표현하고 있다. 1929년 진인각(陈寅恪) 선생이 내세운 ‘독립의 정신, 자유의 사상

(独⽴的精神, 自由的思想)’은 오늘날까지 학문과 그 실천의 모범으로 추앙받고 있

다. 본고는 왜 이 이념이 오늘까지 계속 존경받고 있고, 어떤 매력이 있는 지를 진인

각(陈寅恪) 선생의 ≪给科学院答复≫을 분석하여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본

고는 수사학적 관점에서 글 쓸 당시의 수사적 상황, 논거 찾기, 배열, 풍격과 수사법 

등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2022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수사학 제44집
2022년 9월 30일 95-118쪽
DOI: https://doi.org/10.31325/KJR.2022.9.4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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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绪论

交际是人们日常生活中重要的生活方式之一, 而交际活动的工具之一就
是语言1)。 王希杰(2004, 64-65)提到：同样一个语言形式, 运⽤于不同的交
际环境, 与不同的具体对象发生了关系, 便会表达完全不同的思想, 导致完
全不同的后果。 并提到语言和思维的情况会有以下四种：第一, 思想内容
好＋语言形式好；第二, 思想内容好＋语言形式不好；第三, 思想内容不好
＋语言形式好；第四, 思想内容不好＋语言形式不好。 

可见, 想要达到好的效果, 就需要借助一个媒介让思想内容与语言形式
完美融合, 而这个媒介就是“修辞2)”。 

修辞是一门很古⽼的学科。 在⻄方修辞是：rhetoric, 古希腊人很重视修
辞的研究。 在≪修辞学≫一书中曾提到：柏拉图认为的修辞术并不是一种
艺术, 而是一种谄媚的手段, 卑鄙的技巧, 只能说服没有知识的听众。 智者
派教师认为的修辞术是:“说服的技巧”, 而“技巧”实际上是指诈术。 而亚理
斯多德并不认同以上两种看法。 因此, 他重新给修辞术下了定义, 即：一种
能在任何一个问题上找出可能的说服方式3)的功能, 并提到：修辞术是论
辩术的对应物, 认为修辞术就是演说的艺术, 包括⽴论和词句的修饰。 

汉语文献中, 先秦典籍中很早就有关于“修辞”方面的研究4)。 ≪尚书≫：
“政贵有恒, 辞尚体要, 不惟好异。” ⽼⼦说：“信言不美, 美言不信。” ≪礼记≫ 
：“言语之美穆穆皇皇。”、 “情欲信, 辞欲巧。” 孔⼦主张“正名”, 提倡“辞达”, 

1) 语言是人类区别于动物的标志, 是人类最重要的交际工具, 是人们⽤来彼此交际、 
交流思想, 以达到互相了解的手段。 

2) 修辞是一种极其复杂的⾏为, 单单应⽤一类说服手段往往不能奏效(刘亚猛 2008, 

90).

3) “说服方式”, 是指言之成理、 合乎逻辑的论证方式(亚理斯多德 2006, 6).

4) 当时很多⼠大夫都游⾛在各国之间, 把自己君主的思想传达给对方的君主, 并提
出自己的要求让对方君主认同, 想要达到这目的, 在语言表达上就十分看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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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对“质胜文”和“文胜质”, 认为“文质彬彬, 然后君⼦”。 “修辞5)”一词早在
≪周易≫中就出现过, 即“修辞⽴其诚”。 陈望道(2008, 1)提到：“修辞”分为
广义和狭义两种。 广义上, “修辞就是调整或适⽤语辞”；狭义上, “修辞就是
修饰文辞”。 可见, 中国对修辞也是十分重视的。 

但汉语中的“修辞”和英语中的“rhetoric”⼜不完全对应。 大多数学者认为, 

中国的修辞学更侧重书面语言的修辞, 即文章做法的研究；而⻄方修辞学
则更侧重口头语言的修辞, 即演说论辩的研究。 但不管怎么说, 通过上述可
知, 不管是中方还是⻄方、 古代还是现代, 都离不开对修辞技巧的熟练运⽤, 

这也能体现出来修辞对语言的表现是十分重要的。 
陈寅恪先生在≪对科学院的答复≫中提到了“独⽴之精神, 自由之思想”, 

这一理念被很多人当成价值取向的标杆, 照耀着一代⼜一代的人一路前⾏。 
到底是有着什么样的魅力, 他的理念⾄今都被人们所推崇呢？

通过查阅相关资料发现, 目前学术界对陈寅恪先生的相关论文主要分为
两个方面：一面是陈寅恪先生在学术上的卓越成就。 如：张业业(2013)「陈
寅恪“以诗证史”方法探讨——以≪元白诗笺证稿≫为例」一文, 是从“以诗
证史”的层面⽤比较、 综合分析等方法来辩证论陈寅恪先生的文化史学。 陈
姝妤(2014)「论陈寅恪的文学阐释学」主要也是侧重陈寅恪先生对文学史上
的贡献, 以创作风格和阐释学思想为主。 另一面是陈寅恪先生毕生所坚持
的“独⽴之精神, 自由之思想”这一治学思想。 如：方志诚(2018)「“独⽴之精
神、 自由之思想”的历史意义与现实价值」一文侧重描写的是, 在当时的时局
下, 所蕴含的意义与价值。 李丽霞(2014)「“独⽴之精神,自由之思想”—央视
≪开讲啦≫⽤思想发声」则是以陈寅恪先生的“独⽴之精神,自由之思想”为
依据, 阐述现在热播的≪开讲啦≫的形式与风格。 但本文发现上述的四篇
论文都没有分析到陈寅恪先生所提出的“独⽴之精神, 自由之思想”这一理

5) 这⾥的“修辞”是一个动宾结构的词组, 与现在所讲的“修辞”不是一个概念, 现在
所讲的“修辞”是一个名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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念的出处, 以及对其文章的分析, 基于这一点, 本文决定从修辞的角度分析
陈寅恪先生的这篇文章。 前文曾提到：要想达到事半功倍的效果, 就需要
借助“修辞”这个媒介让思想内容和语言形式完美的结合, 让读者感同⾝受
并认同自己。因此本文⼜参考了相关的修辞分析论文：如：罗敏球 ․ 姜梦
(2015)「韩国总统朴槿惠2013年访华演讲的修辞分析」一文中, 从ethos、 logos、 

pathos⻄方修辞学的角度分析了朴槿惠的演讲词。强利兵(2014)「奥巴马
2013年总统就职演讲修辞分析」分析了奥巴马的主要成就, 再从政治演说
的角度分析听众的⼼理, 结合修辞学与语言学分析奥巴马的演讲。 

陈寅恪先生提倡的“独⽴之精神, 自由之思想”的治学理念⾄今影响着人
们, 单看这句话是运⽤了对偶的修辞手法, 而对偶的句式不仅具有结构美, 

韵律美的特点, 更重要的是, 所表达的内容更具凝聚力, 能把事物的内在联
系充分地表达出来。 “独⽴之精神, 自由之思想”把对学术的态度, 言简意赅
的⽤这种对称方式传递出来, 让人眼前一亮, 豁然开朗。 因此, 本文将从陈
寅恪先生自⾝情况、 文本采⽤的修辞方式、 读者背景等多角度, 以中⻄方的
修辞理论对陈寅恪先生给科学院的答复一文, 即≪对科学院的答复≫进⾏
分析, 找出其魅力所在。 

2. 联想

亚⾥斯多德提到古代⻄方的修辞学6)体系, 由五个重要部分组成。 分别是
发现(Invention)、 排列(Disposition)、 表现(Elocution)、 记忆(Memory)和传达
(Delivery)。7) “发现”作为⻄方修辞学的首要环节是十分重要的。罗敏球

6) 亚理斯多德不认同智者派教师给修辞术下的定义, 因此, 他给修辞术下了一个新
的定义：“一种能在任何一个问题上找出可能的说服方式的功能”(亚理斯多德 
2006, 23)

7) ⻄塞罗提到修辞的五大任务是：invention(发明)、 disposition(谋篇)、 elocution(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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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41)提到“发现”指的是寻找相关的、逻辑性较强的言语材料的思维
过程。也就是说在这一阶段中, 首要的任务就是发现并创作出可说服对方
的手段。在亚理斯多德曾提到演讲者的善良性格是最有效的说服手段, 其
次是听众的⼼情, 最后就是演讲者所提供的依据。 

首先, 我们先看一下这篇≪对科学院的答复≫的撰述状况, 然后再了解
一下陈寅恪先生的生平以及读者的情况。 

2.1 撰述状况

本文论述的是陈寅恪在1953年12月由陈寅恪(一下简称“陈”)口述、 汪篯
手写的≪对科学院的答复≫一文8)。 

1953年, 中共中央决定设⽴历史研究委员会, 由陈伯达、 郭沫若、 范文澜
等人组成9)。 随后, 在中国科学院设⽴三个历史研究所10), 当时想邀请陈担
任中古史研究所的所⻓, 但陈拒绝了, 于是同年11月中旬, 派陈的学生, 当
时北京大学历史系副教授的汪篯南下广州请陈寅恪北上。 这篇≪对科学院
的答复≫一文就是陈与汪篯对话的最终结果。 在≪陈寅恪的最后二十年≫
首次将此文公诸于世。 

这篇≪对科学院的答复≫一文中坚守的主张“独⽴之精神, 自由之思想”

这一思想最初来自于≪清华大学王观堂先生纪念碑铭≫一文中。 ≪清华大
学王观堂先生纪念碑铭≫是陈在王国维先生投水自沉后两周年写的纪念

采)、 memory(记忆)、 delivery(发表)(刘亚猛 2008, 258)

8) 有关陈寅恪先生的生平主要参考下面的书籍以及由CCTV10播出的节目≪人物≫
得知；陆键东(1995) 陈寅恪的最后二十年 , 北京, 生活 ․ 读书 ․ 新知三联书https:// 

www.bilibili.com/video/BV17s411e7kF?spm_id_from=333.337.search-card.all.click 

(检索日：2022.07.28)

9) 吴玉章、 胡绳、 度国庠、 吕振羽、 翦伯赞、 侯外庐、 刘大年以及尹达。 
10) 分别是上古史研究所、 中古史研究所以及近代史研究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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碑铭11), 后收入≪陈寅恪全集 ․ 金明馆丛稿二编≫。 此文情真意切, 其中特
别强调的“独⽴之精神, 自由之思想”, 使人读来顿觉真理之正大光明。 而这
一思想主张也已成为今天中国知识分⼦共同追求的学术精神与价值取向。 

2.2 撰稿⼈和读者

陈12)的求学思想, 与别人不同, 相比于禁锢在某个地方学习他更喜欢“游
学”, 经常游⾛在各国之间13)。 1925年受聘于清华大学国学研究院导师, 与
梁启超、 王国维一同在清华任教, 并称“清华三巨头”。 下图是陈游学以及主
要的人生经历。 

出生 东渡 足疾回国 自费 美国 德国 清华 兼课于 任教于 任教于 回国
⻓沙 日本 就读复旦 留学14) 哈佛大学 柏林大学 研究院导师 北京大学 香港大学 牛津大学 清华园
1890 1902 1905 1910-1914 1918冬 1921-1925 1926 1929 1939-1942.5 1945 1949

<图一> 陈寅恪游学以及任教经历

“独⽴之精神, 自由之思想”是陈一生所推崇、 实践的为学准则, 认为研究
学术最重要的就是要具有自由的意志和独⽴的精神, 且须以生死力争的。 
路甬祥评价陈寅恪说：“先生以其学术架构宏远、 博大精深、 学贯东⻄为海
内外学者公认为一代宗师。 …… 先生一生主张‘独⽴之精神, 自由之思想’对
学界影响深切久远矣。”15) 可见陈寅恪的为学准则对后世影响极为深远, 在

11) 王国维纪念碑是一座为纪念中国清末⺠初大学者王国维先生而建的纪念碑, 位
于清华大学第一教室楼北端后⼭之麓, 正面端书“海宁王静安先生纪念碑”。 

12) 陈寅恪(1890-1969年), 江⻄修水人, 1890年7月出生于湖南省⻓沙市。 中国现代
集历史学家、 古典文学研究家、 语言学家、 诗人于一⾝的百年难得一见的人物。 
他的别称很多, “最好的教授”、 “教授之教授”、 “太⽼师”等等。 

13) 早年留学日本及欧美, 而后⼜就读于德国柏林大学、 瑞⼠苏黎世大学、 法国巴黎
高等政治学校和美国哈佛大学

14) 德国柏林大学、 瑞⼠苏黎世大学、 法国巴黎高等政治学校就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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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内外的学术界有很高的威望16)。 

≪对科学院的答复≫这封信是关于中国科学院邀请陈寅恪先生担任一
所所⻓的答复。 在最后一段明确地指出读者是：科学院。 

  

(1) 你要把我的意见不多也不少地带到科学院。 

这句话, 明确了听众就是科学院的众人。 19世纪末20世纪初对中国的知
识分⼦来讲是一个思想转变的重要时期, ⻄方许多政治体制直接或间接地
传入中国, 影响着中国。 在这样的社会背景下, 科学院邀请陈寅恪先生担任
所⻓一职, 但是鉴于陈寅恪先生在学术思想上有着自己的坚持与追求, 因
此, 婉拒了科学院。 由此, 科学院派陈寅恪的学生汪篯与其交谈。 结果, 陈寅
恪还是拒绝了任职。 并由其学生汪篯执笔, 陈寅恪先生口述, 转达给科学院。 

2.3 论据分析

罗敏球 ․ 姜梦(2015:42)提到：论据, 是⽤来证实论点17)的根据。 从逻辑学
角度来看, 是⽤来确定论题真实性、 可信度的依据。 亚理斯多德(2006:6)提
到：“说服方式18)”, 是指言之成理、 合乎逻辑的论证方式。 这就涉及到撰写
者在确定好主题后, 要明确自己的观点和⽴场, 然后找出能让读者信服的
论据, 这一点是十分重要的环节。 

15) 先生以其学术架构宏远、 博大精深、 学贯东⻄为海内外学者公认为一代宗师。 先
生向有儒生思想、 诗人⽓质和学人风骨, 实为学界之楷模, 先生一生主张‘独⽴之
精神, 自由之思想’对学界影响深切久远矣。 时下我中华⾏富国强⺠之路, 以科教
予兴国, 学界当以国学大师自勉, 为强国鞠躬尽瘁不已！

16) 曾被英国牛津大学特聘为第一位华籍汉学客座教授, 同时兼任英国皇家学会研
究员, 堪称名满天下的国学泰斗。 

17) 议论中的确定意见以及论证这一意见的理由。 (≪现代汉语词典≫第7版:859)

18) 一种能在任何一个问题上找出可能的说服方式的功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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陈在≪对科学院的答复≫一文中, 最主要的观点就是：学术的研究不可
以与政治挂钩, 若一定要与政治挂钩的话, 我不能任职。 陈为了证明自己的
观点, 提到了十分强有力的论据, 如下：

第一, 提到了“王国维的碑文”, 证明自己的主张是有迹可循的。 

(2) “我的思想, 我的主张完全见于我所写的王国维纪念碑中。 王
国维死后, 学生刘节等请我撰文纪念。 当时正值国⺠党统一
时, ⽴碑时间有案可查。 在当时, 清华校⻓是罗家伦, 是二陈
(CC)派去的, 众所周知。 我当时是清华研究院导师, 认为王国
维是近世学术界最主要的人物, 故撰文来昭示天下后世研究
学问的人, 特别是研究史学的人。” 

陈开篇就提到“王国维的纪念碑19)”(以下简称“王碑”)。 在“王碑”中, 他明
确地提出了自己的观点是：“独⽴之精神, 自由之思想”。 陈认为, 研究学术, 

只有抛开所有的问题, 只单纯、 专注地研究学术才是⻓久之法。 因此在“王
碑“中写道：“惟此独⽴之精神, 自由之思想, 历千万祀, 与天壤而同久, 共三
光20)而永光。” 这是其一。 其二, 文中提到了刘节、 罗家伦、 二陈21)以及国⺠
党统一等关键词语。 由此可知, 在提出这一观点时, 有具体的时间、 地点以
及人物, 这些都是有迹可循的。 其三, ⼜提到王国维的地位, 是近世学术界
最主要的人物。 因此, “我”才会应邀撰文来昭示天下, 目的是让后世, 特别是

19) 王国维纪念碑是一座为纪念中国清末⺠初大学者王国维先生而建的纪念碑, 位
于清华大学第一教室楼北端后⼭之麓, 正面端书“海宁王静安先生纪念碑”。 

20) 三光指的是 日、 月、 星, “共三光而永光”的意思是：形容你⼼目中的最神圣的东
⻄, 它如天⻓如地久, 与日、 月、 星同辉。 

21) 陈垣(1880-1971)和陈寅恪都是当代极有成就、 极富盛名的史学家, 并称为“史学
二陈”。 字援庵, 广东新会人。 自学成家, ⻓期从事历史研究和教育工作。 著有≪元
典章校补释例≫、 ≪中⻄回史日历≫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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研究史学的人, 有所参考。 在这一段中, 陈开篇就点明主旨, 明确地表达出
自己对学术的观点, 即“独⽴之精神, 自由之思想”, 为后文做铺垫。 

第二, 自己是在了解政权的前提下, 依旧坚持研究学术的态度。 

(3) “我决不反对现政权, 在宣统三年时就在瑞⼠读过资本论原
文。 但我认为不能先存马列主义的见解, 再研究学术。 我要请
的人, 要带的徒弟都要有自由思想、 独⽴精神 …… 所有周一
良也好, 王永兴也好, 从我之说即是我的学生, 否则即不是。 将
来我要带徒弟也是如此。” 

这一段分三点说明：第一, 明确表达自己了解现在的政治。 为了消除对
方的顾虑, 明确地表示自己在瑞⼠时就读过“资本论原文”, 特地强调了“原
文”二字, 侧面表达自己对现在的政权是了解的。 在这样的基础上, 还是觉
得学术是不应该与政权挂钩的。 第二, 只有跟我有相同看法的人才能共事。 
紧接着⼜提出了自己对学术的看法, 并提到若要一起做研究的话, 也需要
拥有这样的思想, 不然一切免谈。 为后文自己提出的两个条件做铺垫。 第三, 

在结尾处引出自己的学生, 若这些学生同意并跟随我, 那依旧是我的学生, 

反之不是。 侧面告诉科学院的人, 即使你们派我的学生(汪篯)跟我来谈这件
事, 也是没有⽤的。 只有认同我的观点, 才可以共事。 

通过这两个论据可以看出陈在此文中, 利⽤直接话语的方式提出了自己
的观点“自由思想、 独⽴精神”, 再⽤含蓄话语, 表明自己在了解当今政权的
前提下依旧坚持自己的主张。 ⽤这种双结合的方式, 很巧妙地把自己的思
想表达出来, 一步一步为后文自己提条件做铺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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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排列

亚理斯多德(2006:161)中提到：在把第一步, 即, 怎样使事情具有说服力
解决完了以后, 就要进入第二步, 即：要怎样通过言辞安排这些事情, 也就
是排列(Disposition)。 简单地说, 就是要在能找到说服对方的前提下, 按照一
定的逻辑顺序加以排列, 这样可以提高说服对方的⼏率。 排列(Disposition)

是由绪论-Ethos、 核⼼本轮-Logos和结论-Pathos三部分组成的。 亚⾥斯多德
在≪修辞学≫中也提到说服技巧的三要素分别是：Ethos、 Logos和Pathos。 

按这一排列方式, 对陈寅恪的≪对科学院的答复≫分析, 见下表：

绪论
段落【1-2】

①提出自己的观点。 
②指出具体的时间、 地点、 人物增加可信度。 

核
⼼
本
论

提出自己的观点
  加以举例
  提出条件
  结合实际情况

段落【3-8】

③学说中并不是全部正确, 也是有错的, 并举例说明。 
④重申自己的观点⾄今没变。 
⑤阐明自己的想法：我不去赴任并不是不满当今的政

权, 也不是对目前的政权不了解, 只是“我”认为研究
学术要与政权分开。 

⑥提出自己的第一个条件
⑦提出自己的第二个条件
⑧描述目前的形势与实际情况

结论
段落【9】

⑨结合前面所说的实际情况, 再次强调自己的观点。 

<表一> 陈寅恪⽂本的排列以及内容

通过上表可知, 陈的这篇文章共九段。 本文把这九段分成三个部分。 
≪动机语法≫中, 伯克阐释了戏剧五位一体22)要素的使⽤, 人类语言就

22) 伯克的戏剧理论有五个关键要素:⾏为(act, 做了什么)、 场景(scene, 什么时间和
地点做的)、 人物(agent, 谁做的)、 方法(agency, 怎么做的)和目的(purpose,为什么
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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是一种“表演”⾏为。 因此, 本小结将结合前面提到的说服技巧的三要素和
五位一体的方式对陈寅恪的≪对科学院的答复≫进⾏分析：

3.1 绪论-Ethos

Jay Heinrichs(2020, 78)提到Ethos就是靠性格争论, 运⽤的是说服者的个
性、 声望和一看而知值得信任的能力。 在修辞学中理解为“诉诸人品”。 正如
亚理斯多德(2006, 23)提到的当演说者的话令人信服时, 他是凭他的性格来
说服的。 还提到演说者的性格是最有效的说服手段。 因为不管我们做任何
事的时候, 大众的⼼理都是更倾向相信好人的话。 

3.1.1 学术地位极高

陈寅恪先生在学术的地位是不可动摇的, 有着“公⼦中的公⼦, 教授中的
教授”一称。 程千帆23)先生感叹说：

  

(4) 寅恪先生因为自小过从名师, 所以基础打得极好。 
(5) 我也不能跟陈寅恪先生相比 …… 他读过多少大学, 跟多少大

师学习过, 但始终不要学位, 这是我们今天做不到的。 
 

从前文可知陈喜欢游学, 精通各国语言。 这一特定的环境再加上家庭背
景, 让陈寅恪先生的学术地位不可动摇。 

23) 程千帆(1913-2000), 男, 汉族, 中国著名古代文史学家、 教育家, 是公认的国学大
师, 在校雠学、 历史学、 古代文学、 古代文学批评领域均有杰出成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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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对学术要求的执着

陈对学术的态度始终坚持着“独⽴的精神, 自由的思想”。 

(6) 我认为研究学术, 最主要的是要具有自由的意志和独⽴的精
神, 所以我说“⼠之读书治学, 盖将一脱⼼志于俗谛之桎梏。” 

文中的“俗谛”在当时即指三⺠主义。 “⼠之读书治学”, 其目的正是为了使
自己脱离世俗观念的束缚, 这样真理才能够得以发扬广大。 因此陈始终在
强调若没有自由的思想, 独⽴的精神, 是不能研究学术的。 

3.2 核心本论-Logos

文本的三到八段属于核⼼本轮部分。 刘亚猛(2008:75)Logos指的是“诉诸
道理”, 诉诸言说中蕴含的“说服性”的证据。 也就是以理性的思维逻辑进⾏
论述。 李衍华(2011, 165)提到根据论证中运⽤的推理不同, 可分为演绎论
证、 归纳论证和类比论证24)。 亚理斯多德(2006, 24)演说者掌握了逻辑推论, 

可以更好的说服对方, 并提到了演说者大部分都在⽤例证法和修辞式推论, 

以求产生说服力。 

3.2.1 例证法

陈在第一段就提到了“王碑”, 然后⼜在第三段这样说道：

24) 演绎论证是运⽤演绎推理的论证, 其被证明的论题必然为真。 归纳论证和类比论
证, 是运⽤归纳推理和类比推理的论证, 其中除完全归纳推理论证的论题为必然
真外, 其余论证的论题都是或然为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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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王国维的学说中, 也有错的, 如关于蒙古史上的一些问题, 我
认为就可以商量。 我的学说也有错误, 也可以商量, …… 我写
王国维诗, 中间骂了梁任公, 给梁任公看, 梁任公只笑了笑, 不
以为芥蒂。 我对胡适也骂过。 但对于独⽴精神, 自由思想, 我认
为是最重要的, 所以我说“唯此独⽴之精神, 自由之思想, 历千
万祀, 与天壤而同久, 共三光而永光。” 

陈⽤例证法举例证明自己的观点是正确的。 亚理斯多德(2006, 24)提到例
证法：⽤许多类似的事例来证明, 在论辨术中叫做“归纳法”, 在修辞术中叫
做“例证法”, 在(7)中就是运⽤了这种方法。 这一段分别例举了“我”(陈寅
恪)、 王国维、 胡适等人在研究学术问题上, 互相批评、 反驳的现象, 并⽤“笑
笑, 不以为芥蒂”的态度, 反映出研究学术的都遵循着 “独⽴之精神, 自由之
思想”的理念。 最后很自然的引出“唯此独⽴之精神, 自由之思想, 历千万祀, 

与天壤而同久, 共三光而永光。” 只有坚守这样的思想来研究学术, 不管是
经过百年、 千年、 还是万年, 也会同天地一样⻓久, 和日月一样永远闪光。 

  

3.3 结论-Pathos

罗敏球 ․ 姜梦(2015, 51)提到Pathos在修辞学作为结论, 称为情感。 情感是
诉诸观众的感情, ⽤言辞来打动观众, 这是“情绪论证”(pathetic proofs)。 亚
理斯多德(2006, 76)提到情感包括所有使人改变看法另作判断的情绪。 

陈寅恪通篇都把“同理⼼”这个概念贯穿始终。 Jay Heinrichs(2020, 87)提
到：同理⼼是把你自己和听众的情绪调整到一致, 不要抵触或否认情绪, 要
认同受众情绪。 

(8) 我提出的条件, 科学院接受也不好, 不接受也不好。 两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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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两难”充分地表达出, 陈寅恪先生明白科学院的处境。 与前文相比真整
体的措辞, 较为缓和, 能站在对方的角度思考问题。 由自己的嘴道出了“两
难”并理解此“两难”。 设⾝处地地为了对方着想, 并为解决这两难提出了方
案, 就是不让我去赴任。 进而⼜说出了两个原因：

(9) 我在广州很安静, 做我的研究工作, 无此两难。 
(10) 我自己⾝体不好, 患高血压, 太太⼜病, ⼼脏扩大, 昨天还吐

血。 

(9)提出, 我不赴任, 保持现状, 一切如旧, 双方都不犯难。 (10)客观原因就是
自己以及太太的⾝体欠佳, 并⽤“吐血”生动描述了太太的⾝体状况实在不适
合⾈车劳顿。 这两个理由, 既给了对方的面⼦, ⼜可以让自己安⼼做研究。 

可见陈寅恪先生在论述自己的想法时, 不只考虑到了自己, 还从“同理⼼”

的角度考虑对方的难处、 进而解决问题。 逻辑严谨, 层层深入, ⽤动之以情, 

晓之以理的方式让对方认同自己的观点。 

4. 表现

陈望道(2008, 204-217)提到：语文的体式很多, 有很多分类25)。 并把现代
汉语从体性上分为四组, 八种类型：绚烂——平淡, 刚健——柔婉, 简洁——
繁丰, 严谨——疏放。 

接下来这一小节主要分析陈寅恪先生在这篇文章中的表现。 

25) 由于表现手法的异同而形成的语言风格类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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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格

郑远汉(1998, 1)言语风格26)是语言由于使⽤中受不同交际环境的影响
或制约而形成的一系列言语特点的综合表现。 比如：在毕业典礼上宣誓时, 

就要庄重得体, 不能诙谐幽默；在书写法律文书时, 就要严谨简洁, 不能含
蓄内敛；在市场演说时, 就要激情洋溢, 不能死⽓沉沉。 由此可知, 只有选
择合适的风格27), 才能取得更好的表达效果, 达到甚⾄超过预期效果。 

4.1.1 明快

郑远汉(1998, 93)一个人的言语风格, 一定是由一系列风格成分或风格表
现综合反映出来的。 陈的这篇文章从选词、 句式都以明快为主。 王希杰(2004, 

570-607)明快, 就是有什么说什么, 有多少说多少。 ≪论衡 ․ 自纪≫中提到：
“口则务在明言, 笔则务在露文。” 这句话说的是让人一听就懂, 一看就明白, 

给人眼前一亮、 豁然开朗的感觉。” 如：

(11) 不要有桎梏, 不要先有马列主义的见解, 再研究学术, 也不要
学政治。 不⽌我一人要如此, 我要全部的人都如此。 

这一段话中, 每一句话都十分清楚、 明白地表达陈本人的想法, 研究学术
就不能参与政治。 陈十分坦率、 真诚, 毫无遮掩地摊开了一切, 并没有让读
者去猜想他内⼼是怎么想的。 

通读全文会发现, 陈并没有多余的话, 多余的词, 仅⽤了九段就把自己的
主张、 要求、 以及现况表达出来, ⽤简洁的话语表达出丰富的内容。 

26) 言语风格学, 也称语言风格学或风格学(郑远汉 1998, 1).

27) 每篇文章根据不同的创作背景、 语言方式、 思想内容, 会形成不同的语言风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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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词汇的选择

李衍华(2011, 336)句⼦是由词语组成的, 而文章⼜是由句⼦组成的。” 可
见词语在文章的重要性。 词语⽤得准不准确, 直接影响到文章的表达效果。 
王希杰(2004, 68)提到在言语表达中, 词语同事物之间的关系是可变的、 临
时性的, 更加复杂多变的。 

4.2.1 文言词语的选用

陈寅恪在这篇文章⾥⽤到了文言词语, 如：

(12) ⼠之读书治学, 盖将一脱⼼志于俗谛之桎梏。 
(13) 思想而不自由, 毋宁死耳。 斯古今仁圣同殉之精义, 夫岂庸鄙

之敢望。 

之所以运⽤文言词语, 因为文言词语本⾝就具有庄重严肃的感情色彩。 可
以发现陈寅恪先生分别在绪论和核⼼本论时使⽤它们, 表现出自己主张的
重要性, 达到了极好的修辞效果。 

4.2.2 否定词的选用

文中还常⽤否定词, 如：

(14) “允许中古史研究所不宗奉马列主义, 并不学习政治”。 其意
就在不要有桎梏, 不要先有马列主义的见解, 再研究学术, 也
不要学政治。 不⽌我一人要如此, 我要全部的人都如此。 我从
来不谈政治, 与政治决无连涉, 和任何党派没有关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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否定词有加强语⽓的作⽤, 相比于直接叙述更有⽓势。 (14)中的否定词是
没有、 不能、 不要、 不⽌等。 当读到时, 能体会到表达者的强烈感情。 展现出
陈对自己的治学思想始终是坚定、 不可动摇的。 

事实证明, 词语选得好, 思想感情才能表达得淋漓尽致, 语句更加铿锵有
力, 说服对方。 

4.3 修辞格

唐钺(1923)“修辞格”⼜叫“辞格”、 “语格”、 “修辞手段”等。 修辞格这个名
称是唐钺在≪修辞格≫中首先提出来的。 书中提到：“凡语文中因为要增大
或者确定词句所有的效力, 不⽤通常语⽓而⽤变格的语法, 这种地方叫做
修辞格(⼜叫语格)。”28) 在王希杰≪汉语修辞学≫中对修辞格的定义是：
“为了提高语言的表达效果而有意识地偏离语言和语⽤常规之后, 逐步形成
的固定格式、 特定模式。” 不管怎么说, 修辞格的使⽤是为了增加语言的表
达效果进而让自己的想法更好地传达出去。 

在≪对科学院的答复≫一文中也运⽤了修辞的手法, 因篇幅原因, 只例
举两个修辞格。 

4.3.1 对偶

李衍华(2011, 380)“对偶, 就是⽤结构相同或相近, 字数相等的一对词组
或句⼦, 表达相似、 相对、 相关、 相反意思, ⽤以加强语言感染力的一种修辞
方式。 从形式上看, 对偶⾳节整⻬匀称, 抑扬顿挫, 平仄对应。 从内容上看, ⼜
是互相衬托、 补充, 既凝练⼜概括力强, 便于记忆, 有着特有的表现力。” 对

28) 从定义可知“修辞格”主要有两个方面, 一方面是表达效果, 另一方面是“变格的
语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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偶在美学中属于均衡美。 培根说过：“绝妙的美都显示出奇异的均衡关系。” 

海森堡说：“美是各种部分之间以及各部分与整体之间的固有的和谐。” 在
陈的这篇文章中就体现了这种均衡美, 如下：

(15) 没有自由思想, 没有独⽴精神, 

(16) 即不能发扬真理, 即不能研究学术。 

这两句话都是运⽤修辞手法中的对偶辞。 (15)中的前后两句字数相同, 都
是由六个字构成的；词语及词性上的选择也是相同的, 都是⽤“没有……, 

没有……”和“自由思想”、 “独⽴精神”。 “自由思想”和“独⽴精神”, 都是偏正
短语, 作“没有”的宾语。 (16)中前后两句都是由七个字组成, 句中⽤“发扬真
理”对“研究学术”, 都是动宾短语作“既不能”的宾语。 总体来说(15-16)两句
在字数、 词性、 句法上都保持一致。 从形式上看, 是一种句调上的反复, 整⻬
划一、 节奏分明, 给人一种威严、 ⽓势磅薄的感觉；从内容上看, 简洁、 缜密, 

前后两句相得益彰, 同时这两句⼜有辩证关系, 在拥有“自由思想与独⽴精
神”的前提下, 才能“发扬真理”, 否则不能“研究学术”, 这一辩证关系鲜明具
体的揭示了陈的思想。 

4.3.2 引用

杨春霖 ․ 刘帆(1996, 305)引⽤是有意借⽤现成的话(语录、 诗文摘句、 格
言、 成语、 谚语等)来表达自己的思想感情、 描写事物、 说明观点或者驳斥别
人的观点的修辞方式。 从语言形式上看, 引⽤有明引和暗引两种；从语言
内容上讲, 引⽤可分直接引⽤和间接引⽤两类29)。 前面提到“对偶”属于一

29) 这四种形式的引⽤是相互交叉, 相互包容的, 即明引中有直接引⽤和间接引⽤, 

暗引中也有直接引⽤和间接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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种均衡美, 而“引⽤”也属于语言美中的“联系”原则。 话语之间地有效联系能
更好地传达出去, 得到意想不到的效果。 

在陈的这篇答复中就多次⽤到“引⽤”的修辞手法, 自然地将内容与自己
的观点联系起来, 让自己的观点更有说服力。 具体例⼦如下：

(17) “⼠之读书治学, 盖将一脱⼼志于俗谛之桎梏。” 

(18) “唯此独⽴之精神, 自由之思想, 历千万祀, 与天壤而同久, 共
三光而永光。” 

这两句都是引自≪王碑≫中的语句。 属于正引, 即：基本上不改变引⽤
语的意义。 

这两句引⽤与开头“我的思想, 我的主张完全见于我所写的王国维纪念碑
中。” 相呼应, 侧面证明, 我的思想从未改变, 并不是一时兴起, 更具有说服
力。 也为自己说服“科学院”增加了证据。 

5. 结论

本文从修辞学的角度出发分析了1953年12月由陈寅恪口述、 汪篯手写的
≪对科学院的答复≫一文。 

一共分为四个部分。 
第一, 介绍了中⻄方对修辞学的定义、 理解与看法。 并试图从修辞学的角

度分析陈寅恪先生的≪对科学院答复≫一文。 
第二, “发现”是⻄方修辞学的首要环节, 十分重要。 首先, 先介绍文本背

景、 演说家生平以及听众类型这三个方面陈述, 再深入找出≪对科学院的
答复≫一文中让人信服的论据, 分析可知其论据主要以真实性、 确定性为
主, 如：可在王国维的纪念碑中找到具体依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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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三, “排列”, 根据亚⾥斯多德提到的, 说服的技巧主要有三大要素, 分别
是：Ethos、 Logos和Pathos。 因此这一部分按照逻辑顺序对≪对科学院的答
复≫进⾏分析。 把文本中的九个段落分成绪论, 核⼼本论以及结论。 这样的
排列可以让听者便于理解接受说者的主要思想, 循序渐进、 简洁明了。 

第四, 分析整篇文本的语言表现。 从三个方面加以分析, 分别是：文本风
格、 词汇选择、 修饰辞。 陈寅恪先生在这篇≪对科学院的答复≫一文中, 所
⽤的语言较为平淡、 明快、 简洁。 通篇没⽤太多的文言语句, 更多的是白话
文。 ⽤最平实的语言表达了自己所提倡的主张, 即“独⽴之精神, 自由之思
想”。 

本文的最后对通篇进⾏总结。 
陈寅恪的治学思想“独⽴之精神, 自由之思想”时⾄今日, 都影响深远。 不

可否认, 陈寅恪是一位国学底蕴极其深厚的学者, 从分析他的≪对科学院
的答复≫一文中, 能明显感受到, 即使陈寅恪没⽤华丽的词语, 也能把自己
的思想表达清楚, 文辞铿锵有力。 让人感受到了语言的简洁性以及明确性, 

给听众一种威严、 不可动摇的信念感。 由此, 陈寅恪提倡的“独⽴之精神, 自
由之思想”⾄今都被人们所推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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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Rhetoric Analysis of Chen Yinke's “Spirit of Independence, Ideas 

of Freedom”

- Reply to the Academy of Scien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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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the development of society and the rise of new media, many speech 

programs are also emerging in the audience's vision. For example, “Qi Pa 

Shuo”, “A Bright World” and so on. As the first open TV class for young 

people in China, the “Kai Jiang La” launched in 2012 set off a wave of 

thoughts among young people for a time. On the one hand, this program 

enlightened today's children to grow up independently and think independently 

about the difficulties in life, and advocated taking “independent spirit” as an 

indispensable concept in today's society; On the other hand, in this program, 

no matter the host, guests or participants, everyone could speak freely. It can 

be said that this program has shown “independence, freedom, thought and 

spirit” incisively and vividly. This has also reminded the author of the idea of 

“the spirit of independence, the thought of freedom” put forward by Mr. Yinke 

Chen in 1929. This concept is still respected by people and regarded as a 

benchmark for academic research. Why do people still remember this 

concept? What is its charm? The author will analyze Mr.Yinke Chen 's article 

“reply to the Academy of Sciences” to try to find out the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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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HR(국제 수사학사 학회) 제23차 학술대회 참관기

30)

김기훈* (서울대학교)

2022년 8월 첫째 주 전 세계 도처에서 230여 명의 수사학자들이 네덜란드

의 중소도시 네이메헌(Nijmegen)에 모였다. 2019년 말부터 시작되어 모두가 

“어려운 시절(Hard Times)”을 지나고 있는 COVID-19의 여파로 인해 대면

으로 대규모 학술 행사가 개최되는 것은 오랜만의 일이었다. 애초의 계획에 

따르면 2021년 여름에 개최되었어야 할 학술대회가 방역 상황이 좀처럼 나

아지지 않아 한 해 연기되었고, 7월 초로 예정했던 일정도 한 달가량 늦춰진 

터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암스테르담에 유치되었던 1979년 제2차, 1999년 

제12차 학술대회에 이어 네덜란드에서 맞는 세 번째 ISHR 학술대회였다. 이

를 개최한 라드바우드 대학교(Radboud University)는 1923년 개교한 가톨릭

계 연구 중심 종합대학으로 전체 구성원이 25,000여 명에 이르는 규모를 자

랑한다.

학술대회를 주관한 ISHR(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History of Rhetoric, 

국제 수사학사 학회)은 1977년 스위스 취리히에서 창립 학술대회를 개최한 

이래 햇수로는 이제 46년째를 맞는 학술단체이다. 그 구성은 주로 유럽과 북

미 대륙 30여 개 국적의 학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 까닭에 2년마다 열

리는 학술대회는 양 대륙의 대학들이 번갈아 가며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범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선임연구원, 한국수사학회 총무이사

특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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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적으로 감염병이 확산해 기승을 부린 소위 팬데믹(pandemic)의 여파로 

이번 ISHR 학술대회는 불가피하게 짝수 해에 치러지게 되었다. 학술대회 개

회사에서 학회장 마르크 판 데르 풀(Marc van der Poel) 교수가 한결 감개무

량한 목소리로 회고하며 환영의 인사를 건넸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이번 제23차 학술대회(ISHR 23rd Biennial Conference)의 전체 주제는 

<Topics and Commonplaces in Antiquity and Beyond>였는데, 주최 측에 따

르면 발표 참여 공모에 400명이 넘는 학자와 연구자들이 응모했다. 소정의 

심사 과정을 거친 후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 165명이 네이메헌에 현장 등록을 

마쳤고 75명은 실시간 화상 회의를 통해 약 일주일가량의 학술대회 일정에 

참여했다. 그런 까닭에 학술대회 대부분은 소위 하이브리드(hybrid) 형태로 

대면/비대면 병행으로 진행되었는데, 음향 장치나 인터넷 연결 상태 문제와 

같은 기술적 문제들이 종종 발생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매끄러운 진행과 

지원 속에 성공적으로 전체 학술대회를 마쳤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 주최 측

에서 학술대회 참여자를 위해 별도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한 점이 

이채로웠는데 이 앱을 통해 참여자들은 학술대회 전체 일정, 공지 사항, 발표

자에 대한 간략한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었다.

학술대회 전체 일정은 첫날 이사회 회의, 기념 강연, 환영 만찬 행사를 필

두로, 이어지는 사흘 동안 총 9부에 이르는 학술 발표로 채워졌다.1) 8월 3일

(수)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진 학술대회 발표에서는 전체 주제 <Topics and 

Commonplaces in Antiquity and Beyond>와 관련된 베 브레이(Bé Breij) 교수

의 기조 강연이 그로티우스 관(Grotius Building)에서 있었다. 그는 학회장 판 

1)이번 학술대회 전체 일정 및 세부 사항은 ISHR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cf.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History of Rhetoric (ISHR)>

(https://ishr-web.org/aws/ISHR/pt/sp/conference, 최종접속: 2022년 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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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르 풀 학회장과 함께 네이메헌 라드바우드 대학교에서 고전 수사학을 연

구, 교육하고 있으며 두 사람 모두 퀸틸리아누스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그와 

함께 기조 강연 후반부 발표를 맡은 코비 판 크리켄(Kobie van Krieken) 박사

는 고전-고대 이래로 loci communes가 시대를 넘어 오늘날 인터넷 밈(meme)

에서도 읽힌다는 점을 흥미로운 사례를 들어 설명해 청중의 공감을 불러일

으켰다. 기조 강연에 이어 장소를 이동해 학술대회 전체는 주로 에라스무스 

관(Erasmus Building)에서 진행되었다. 교정(campus) 곳곳에는 가톨릭 성인

이나 그리스도교 관련 인물의 이름에서 유래한 건물명이 많았는데, 2004년 

교명을 바꾸면서 채택한 라드바우드라는 이름도 서기 8-9세기 위트레흐트

(Utrecht)의 주교였던 동명의 성인(聖人)에게서 비롯한 것이다.2) 흥미로운 

것은, 고풍스러운 도시나 건물 명칭과는 달리 시가지와 교정 곳곳의 자유로

운 풍경과 분위기였다. 네이메헌을 비롯해 네덜란드 곳곳이 방역 마스크 착

용 의무 조치 없이 이미 COVID-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온 듯했고, 마침 8

월 첫째 주는 “My Gender, My Pride”를 기치로 내건 <Pride Amsterdam> 축

제 기간3)이라 곳곳에 걸린 무지개 기(旗)를 비롯해 전역에 자유와 활기를 더

해주고 있었다. 여담이지만 에라스무스 관 곳곳에 설치된 젠더 중립(gender 

neutral) 화장실 역시 이를 반영하는 듯했는데, 고전-고대 이래로 지금-여기

에 이르는 폭넓은 시대와 지역, 개념사를 다룬 이번 학술대회 전체 발표가 가

진 다양성을 새삼 되돌아보게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다양한 국적과 인종의 수사학 연구자들과 함께 국내 학자들도 한국수사학

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최근 개최된 ISHR 학술대회에 꾸준히 참여해 오고 있

2) cf. “The name Radboud”, <Radboud Universiteit>

(https://www.ru.nl/en/about-us/history/the-name-radboud, 최종접속: 2022년 8월 17

일)

3) cf. <Pride Amsterdam: “My Gender, My Pride”>(https://pride.amsterdam/en/, 최종 
접속: 2022년 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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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번에 네이메헌을 방문해 발표한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다. 

- 김기훈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On the Connotations of loci communes 

in Quintilian’s Institutio oratoria”

- 김종영 (서울대 기초교육원), “Topoi in Hitlers Reden”

- 안재원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Loci Communes in Cicero’s rhetoric”

- 바네사 림(Vanessa Lim) (서울대 영어영문학과), “Brutus’s Soliloquy in 

the Orchard as a Locus Communis Oratio”

『히틀러의 수사학』(커뮤니케이션북스, 2010)의 저자이기도 한 김종영 교

수는 학술대회 이틀째 오전 제1부(session) 발표 분과(panel) 중 하나였던 

<20th century: Paideia and topics in totalitarian regimes>에서 “Topoi in 

Hitlers Reden”라는 제목의 연구논문을 독일어로 발표해 이목을 끌었다. 이 

발표를 통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의 연설 속에 담긴 다양한 논제들을 

그는 분석했다. 유대인을 비롯해 적개심을 야기할 만한 대상을 악마화하는 

부정적 논제로부터 독일 국민의 전체주의를 조장하는 선동적 논제에 이르기

까지 히틀러가 구사한 가공할 수사학적 전략, 전술이 활용된 연설의 사례를 

김 교수는 짚어 주었다. 

고전 수사학 전문가 안재원 교수는, 이번 학술대회 전체 주제와 직결된 τό
πος/locus 개념의 변천사를 다루었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토피카』, 『수사

학』을 비롯해 키케로의 주요 수사학 논저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고치에서 

나비까지(from cocoon to butterfly)”라는 의미심장한 비유와 함께 논증하고

자 했다. 안 교수의 발표논문 “Loci Communes in Cicero’s rhetoric”에 따르면, 

요컨대 키케로 말년의 수사학 저서 『토피카』에서 비로소 수사학은 키케로 자

신이 약속했던 “perfecta ars iuris civilis”(『연설가에 대하여』 제1권 190절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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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형태로 제시되는데, 이것의 맹아는 소크라테스/플라톤의 변증술의 영

향 하에서 수사학 이론을 정리하고자 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초기 작품 『토

피카』에 있었던 셈이다.

셰익스피어 문학 및 지성사 전문 학자로서 올해 초부터 서울대 영어영문

학과에 재직 중인 바네사 림 교수는 이번 학술대회 제7부 중 <Early Modern 

Panel: Shakespeare’s topical theater - plays, places, arguments> 발표 분과의 

좌장(chair) 겸 발표자로 참여하였다. 발표 논문 “Brutus’s Soliloquy in the 

Orchard as a Locus Communis Oratio”에서 림 교수는 『줄리어스 시저』(Julius 

Caesar)에서 카이사르 살해 문제를 두고 독백하는 브루투스 해석에 대해 논

의했다. 그에 따르면 해석상의 난제(crux)라 할 만한 이 장면을 일종의 

“Locus Communis Oratio”로 여기고 읽어냈을 때 이 작품을 셰익스피어가 얼

마나 수사학적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했는지 감상할 수 있다. 이 작품을 비롯

해 셰익스피어의 주요 저작들을 수사학적으로 분석한 림 교수의 연구서는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를 통해 Deliberative Shakespeare라는 제목으로 출간

될 예정으로, 개인적으로 이번 학술대회 안팎에서 그 연구 성과에 대한 호평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필자가 발표한 “On the Connotations of loci communes in Quintilian’s 

Institutio oratoria”는 퀸틸리아누스의 수사학 교육 체제에서 loci communes

가 중의적으로 사용된 대목에 주목해 몇 군데 문헌학적 어휘 주석 형태로 논

지를 제시한 것이다. 요컨대, 문법 교육을 마친 학생이 수사학 교과 초기에 

해당한 예비교육(προγυμνάσματα) 과정에서 학습하게 되는 loci communes

는 일종의 공인된 논증과 범용할 수 있는 논거 모음으로 활용된 것으로 그 기

원은 고대 그리스의 소피스트 프로타고라스나 고르기아스에 닿고 후대 격

언, 명언 모음집에 계승된다. 반면에, 주로 발견(inventio) 단계에서 연설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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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두에 두어야 하는 loci communes는 추상화, 일반화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논증의 형식이나 양식을 가리키며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해 키케로에게 이

르는 철학적, 법률적 전통과 궤를 함께한다.

덧붙여, 제한된 지면 때문에 학술대회 발표 전체를 세세히 소개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이하에는 간략히 총 9부로 나뉜 발표 분과들의 제목만 열거해 

그 면면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지역, 시대, 장르에 따라 다양한 발표 주

제들을 색인 삼아 세부 발표문들의 제목과 초록은 ISHR의 홈페이지에서 제

공하는 자료를 통해 참고할 수 있다.4) 

제1부

- Special Panel: The Cambridge History of Rhetoric

- Topics and Commonplaces: ancient Greece

- Classics panel: How to praise (or blame) and emperor?

- The medieval rhetorical tradition

- 20th century: Paideia and topics in totalitarian regimes

- Rhetoric and Society

제2부

- Classics Panel: Topoi vs. Commonplaces 1, the place of culture in 

Graeco-Roman rhetorical theory

- Topics and Commonplaces: ancient Rome

- Classics: Greek rhetoric, 5th/4th centuries

- Asia, Antiquity and Beyond

4)학술대회 세부 일정 및 발표 제목, 발표문 초록 등의 자료는 ISHR 홈페이지에서 내
려받을 수 있다. cf. <ISHR, Conference Program>(https://ishr-web.org/aws/ISHR/ 

pt/sp/conference_program, 최종 접속: 2022년 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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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rly Modern Panel: Political Argumentation - Early Modern to the 

Enlightenment

- Past & Present: Greece and Rome, Retrospective attribution of modern 

terms, Post-Truth Society and digital Humanities

- Jesuit Rhetoric

- Past & Present: Plurality of traditions of rhetoric

- 20th-21st centuries: topics and commonplaces

제3부

- Classics: rhetoric and historiography

- Classics Panel: Oratio figurata - Greek and Latin theory and practice

- Graeco-Roman rhetoric, society and literature

- Early modern commonplace books

- 18th century

- Jesuit Panel: Common and Uncommon Places - Archival Perspectives on 

Continuity and Accomodation

- Asia Panel: Rhetorical Genre and Metaphor - Comparative Perspectives 

from China and India

- 20th century: Hannah Arendt, Walter Benjamin and Richard Mckeon

- Past & Present: Topics in modern theory and practice

제4부

- Topics and Commonplaces: ancient Greece

- Topics and Commonplaces: Cicero

- Early modern rhetorical theory 1

- Rhetoric and early modern literat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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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ics and commonplaces in the Renaissance

- E.R. Curtius: Topoi and Commonplaces for Europe

- 18th-19th century panel: The eloquent musician

- Rhetoric and Society

제5부

- Classics Panel: Invective topics in Cicero’s works

- Topics and Commonplaces: ancient Greece

- Rhetoric and early modern culture

- Africa Panel: The (Re)Invention of Africa - Uncommon Commonplaces 

in the Colonial Past and Postcolonial Present

- Past & Present: Transmission and adaptation of the Graeco-Roman 

tradition in the 18th, 20th and 21st centuries

- Rhetoric and Digital Humanities

- Past & Present: audience and performative commonplaces, visual rhetoric 

and modern sophistic thought

- Special Panel: Global rhetorical traditions, edited by Hui Wu and Tarez 

Samra Graban

제6부

- Classics Panel: Topoi vs. Commonplaces, Places and Spaces as Cultural 

Determinants in Greek Oratory

- Classics Panel: Oltre la bellezza. Topoi e luoghi comuni su Elena 

dall’epica arcaica all produzione letteraria del IV secolo

- Graeco-Roman theory and the history of rhetoric 1

- Antiquity, Byzantium and the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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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rly modern rhetorical theory 2

- 18th century

- 19th century

- Jesuit rhetoric

- Rhetoric and Society

- Medieval rhetoric and literature

제7부

- Plato and rhetoric

- Classics Panel: Topoi of (dis)unity in Attic oratory

- Graeco-Roman theory and the history of rhetoric 2

- Graeco-Roman rhetoric, society, science and literature

- Early Modern Panel: Shakespeare’s topical theater - plays, places, 

arguments

- Rhetoric and early modern literature 2

제8부

- Classics: Greek and Roman Declamation

- Classics: the sophists

- Classics: Greek rhetoric, 5th/4th centuries

- Medieval Panel: Commonplaces in Slavic Medieval Literature

- 18th/19th century

- Jesuit Rhetoric

- Hispanic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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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부

- Classics Panel: Topoi vs. Commonplaces, Roman Society as Framework 

for Commonplaces

- Medieval rhetoric and poetic

- Early Modern Panel: Relationships between music and rhetorics in the 

16th, 17th and 18th centuries

- Jesuit Panel: Common Place of Jesuit Meditation – Imitatio Christi

- Reception of ancient rhetoric and rhetorical tradition in postclassical times

- Classics: Isocrates

- Asia, Antiquity and Beyond

- Topics and Commonplaces in the Hellenistic and Roman Imperial age

- 20th/21st Centuries/Rhetoric and Society Panel: Fragments, Breakdowns 

and Incongruity in Interdisciplinary Rhetorics 

- 20th-21st century: commonplaces 

상기 세부 발표 일정은 8월 3일(화)에서 5일(금)에 걸쳐 짜여 있었는데, 고

대 그리스 ․로마 시대 이래로 τόπος/locus 개념이 어떻게 topics나 

commonplaces로 이어지거나 변용되었는지를 두루 일람할 수 있는 학술대

회였다. 다만, 대단위 학술대회가 으레 그러하듯이 동시간대에 흥미로운 주

제의 발표가 각기 다른 발표장에 있는 경우가 잦아 모든 발표를 다 들을 수는 

없었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럼에도 만 3년 만에 전 세계 수사학자

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30분의 발표 시간을 위해 공들여 작성해 온 연구 발표

를 직접 듣고 나누고 마주 보며 소통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제23차 

ISHR 학술대회는 그 아쉬움을 달래주고도 남았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변증

술, 수사학을 필두로 한 고전 수사학 이론과 교육 전승, 고중세 철학과 문학 

비평과 이론, 근현대 정치학, 예수회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도교 담론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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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학, 오늘날 의사소통 이론과 포스트식민주의, 젠더 담론에 이르기까지  

τόπος/locus 개념을 확인하거나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의 범위가 상당하다는 

점을 이번 학술대회는 보여 주었다. 달리 말해, 여전히도 논의거리가 많은 수

사학 개념 중의 하나가 다름 아닌 τόπος/locus인 셈이다. 그런 까닭에 이번 

학술대회에서 그 출간 과정을 책임 편집자들이 소개하는 식으로 특별 발표 

분과로 배정되기도 했던 The Cambridge History of Rhetoric (총5권)의 출간 

예정 소식은 ISHR 학회 구성원 모두에게 반가운 약속인 동시에 그간의 학문

적 성과가 낳은 결실이 될 전망이다.

그밖에 8월 4일(목) 오후에는 고전학자 글렌 모스트(Glenn Most) 교수가 

“Maxima in Minimis: The Lyric Sublime from Longinus to the Romantics”라

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맡았다. 사정상 학술대회 현장에 직접 참석하지는 못

한 그의 발표는 이른바 숭고함이 논의되는 고전, 근대 문학 작품들을 넘나들

었는데, 함께 자리했던 안재원 교수, 바네사 림 교수 역시도 무척이나 흥미로

워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후일담이지만, 2024년까지 ISHR 차기 회장으로 선

출된 데이비드 미르하디(David Mirhady) 교수가 사석에서 모스트 교수의 해

박함, 유창한 외국어 실력에 감탄했던 장면도 인상적이었다. 학술대회 본 행

사가 마무리되던 8월 5일(금) 오후에는 미르하디 차기 회장의 기조 강연이 있

었는데, “Tradition and Change in the History of Rhetoric”이라는 제목에 걸맞

게 고대 이래로 수사학의 주요 개념들, 이론들의 역사를 간략, 명료하게 되짚

어 주면서 자연스럽게 차기 학술대회 일정 소개로 기지 있게 이어가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그에 따르면, 제24차 ISHR 학술대회는 2024년 캐나다 밴쿠버

(Vancouver) 소재 브리티시 콜럼비아 대학교(British Columbia University)에

서 7월 22-25일에 걸쳐 개최될 예정이다. 이 학술대회 일정과 장소를 소개하

면서 미르하디 회장은 벤쿠버의 관광 명소, 자랑거리 등을 맵시 있는 언변으

로 안내해 객석에 내내 유쾌함을 안겨 주었다. 이어진 학회 총회(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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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Meeting)에서는 차기 회장 소개 및 이사진 일부 신임에 대해 의결 

과정을 거쳤고, 전임 안재원 교수에 이어 필자가 아시아 지역 이사(Council 

Member)로 선임되었는데 임기는 2026년까지이다. 아울러, 차기 벤쿠버 학

술대회 이후에는 2025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제25차 학술대회를 연이어 

개최한 뒤 매 홀수년에 격년으로 개최하던 학회의 오랜 전통으로 돌아갈 예

정이다.

발(Waal) 강가에 자리한 네이메헌은 네덜란드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로 평

가받고 있는데, 어원 분석에 따르면 고대 로마 시대 전초(前哨) 지역에 세운 

새로운 고을(noviomagus)들 중 한 곳이 이 도시의 기원이라고 전한다. 말하

자면, 로마인들이 세운 신촌(新村)이었던 셈인데 지난 2005년 네이메헌은 도

시 설립 2,0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치렀다. 이곳은, 말터나 논고(論庫), 논

소(論所) 등으로 번역되는 수사학 개념 τόπος/locus를 논의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함께 여유롭게 모이기에 적합한 풍광을 지닌 곳(locus amoenus)이기

도 했다. 그 옛날 로마인들이 새 터를 다지기 시작했던 네이메헌에서 어우러

진, 이를테면 최첨단의 수사학의 향연은 경치 좋은 인근 중세 교회와 박물관 

답사를 끝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렇게 공식 일정이 끝나가던 마

지막 날,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하고 행사 기간 내내 열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라드바우드 대학교의 젊은 수사학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네며 축

하의 뜻으로 익히 알려진 문구(commonplaces) 한 마디를 나지막이 덧붙이며 

내일을 기약했다. All’s well that ends well!

<회원 출간 소식>

Empire and Politics in the Eastern and Western Civilizations: Searching for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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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ublica Romanosinica. edited by Andrea Balbo, Jaewon Ahn and Kihoon 

Kim. De Gruyter: Berlin and New York, 2022.

2017년부터 시작된 Roma Sinica 학술대회는 2019년 9월 초 서울대학교에

서 제2차 학술대회를 가진 바 있다. 매 학술대회의 결실은 독일 출판사 De 

Gruyter를 통해 출간되고 있으며, 2019년 말에 나온 Confucius and Cicero: 

Old Ideas for a New World, New Ideas for an Old World (Andrea Balbo and 

Jaewon Ahn eds.)는 그 첫 번째 결실이었다. 2022년 8월에 나온 두 번째 연구

총서는 동서 문명의 제국과 정치에 대해 다룬 것이다. 책임 편집자이자 집필

자로 참여한 안재원(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김기훈(서울대 인문학연구원) 

외에 국내에서는 김월회(서울대 중어중문학과), 이성원(전남대 사학과) 등

이 저자로 참여하였다.





한국수사학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본회는 한국수사학회라 칭한다.

제2조 :본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지역별로 지회를 둘 수 있다.

지회 설치에 관한 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2장 목적

제1조 :본회는 수사학의 연구와 보급 및 그에 따른 아래의 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학회지 발간

2. 연구발표회, 초청 강연, 공동 연구, 강독회, 공개강좌

3. 교재, 사전, 연구 도서의 발간

4. 국제 수사학회와의 교류

5. 연구 문헌 수집 및 서지 정보 정리

6. 기타 위의 사업과 관련되는 업무

제3장 회원

제1조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평생회원, 학생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은 수사학에 관심 있는 대학의 전임교수와 박사학위 소지

자로서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회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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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결의로 입회하되 일정 금액의 입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단, 

수사학 관련 실무분야(교육, 언론, 출판)에 종사하는 일반인들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정회원으로 입회할 수 있다.

2. 정회원 가운데 일정한 액수의 회비를 선납한 사람들은 이사회의 

결의로 평생회원이 될 수 있으며 평생 회비에 관해서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3. 학생회원은 수사학에 관심 있는 대학의 석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전공자로서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회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

아 이사회 결의로 입회하되 일정 금액의 입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4. 명예회원은 수사학 관련 분야에 현저한 공이 있거나 본 회의 발전

에 기여한 인사로서 이들은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제2조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정회원은 학회의 모든 행사와 사업에 참여할 권리와 학회지에 논

문을 게재할 권리 및 총회의 의결권을 가지며 일정액의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명예회원은 본 회의 자문에 응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하며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3. 학생회원은 총회의 의결권을 제외한 여타 정회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별도의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4. 회원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탈퇴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결의에 의

하여 제명될 수 있다.

5. 회원은 매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는 경우 회원 자

격과 권리가 일시 정지되며, 3년 연속 회비 미납 시에는 이사회의 

결정으로 회원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회비의 액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6. 회원이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그 자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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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탈할 수 있다. 단 이사회의 제명 요구는 이사회의 제적 과반수로 

결정한다.

제4장 총회

제1조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다음의 사항들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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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학  전자판과 한국 연구재단 신고목록에서 해당 논문을 삭제한다. 

2. 한국수사학회 홈페이지 및 다음 호 수사학 에 그 사실 및 조치사항을 

게재한다.

3. 해당 논문의 저자가 소속되어 있는 학교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4. 해당 논문의 저자는 향후 5년간 수사학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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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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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차 ISHR(국제 수사학사 학회) 학술대회 개최

2022년 8월 첫째 주, ISHR(국제 수사학사 학회) 학술대회가 네덜란드의 

중소도시 네이메헌(Nijmegen)에 소재한 라드바우드 대학교(Radboud 

University)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학술대회를 주관한 ISHR(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History of Rhetoric, 국제 수사학사 학회)은 1977년 스위스 취

리히에서 창립 학술대회를 개최한 이래 햇수로는 이제 46년째를 맞는 학술

단체로, 주로 유럽과 북미 대륙에서 30개국이 넘는 학자들이 활동하는 학술

단체입니다. 학술대회 기간 동안 230여 명의 수사학자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네이메헌에 모였습니다.

국내 학자들도 한국수사학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최근 개최된 ISHR 학술

대회에 꾸준히 참여해 오고 있는데, 이번에 네이메헌을 방문해 발표한 연구

자들은 아래과 같습니다. 

․김기훈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On the Connotations of loci communes 

in Quintilian's Institutio oratoria”

․김종영 (서울대 기초교육원), “Topoi in Hitlers Reden”

․안재원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Loci Communes in Cicero’s rheto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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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네사 림(Vanessa Lim) (서울대 영어영문학과), “Brutus's Soliloquy in 

the Orchard as a Locus Communis Oratio”

더 자세한 내용은 이번 권호의 특집인 ‘ISHR(국제 수사학사 학회) 제23차 

학술대회 참관기’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원 출간 소식

<하지 무라트> (톨스토이 지음, 최인선 번역 화인북스 2022년 10월 04일)

톨스토이는 인간 본성의 다층성을 형상화하는 것이 『하지 무라

트』를 창작한 의도라 밝히고 있다. 이러한 그의 관심은 같은 시기에 

집필했던 『부활』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을 강물에 비

유하면서, “한 줄기 강물이라고 할지라도 여기서는 물살이 빠르다가도 

저기서는 물살이 느려지고, 또 여기서는 맑고 따뜻하다가도 저기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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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탁하고 차갑기도 한 것처럼” 카튜샤 안에 중첩된 인간 본성에 주목하

여 이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하지 무라트』 역시 마찬가지이다. 톨스토이는 감자트에게 겁을 

먹고 도주하는 하지 무라트와 50m나 되는 절벽을 두려움 없이 뛰어내

리는 하지 무라트를 병치시키고, 볼모로 잡혀 있는 아들을 생각하며 불

카에게 순수한 미소를 짓는 하지 무라트와 탈주하는 과정에서 아들뻘

밖에 안 되는 나자로프를 무참히 살해하는 하지 무라트를 병치시킴으

로써 한 존재에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본성이 내재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수사학회 수사학  편집위원회 규정

2004.02.05. 제정 

2004.09.15. 개정 

2007.01.15. 개정

 2014.03.31. 개정

2017.10.17. 개정

2019.06.30. 개정

2022.02.26. 개정

제1조(목적) 본 위원회는 한국수사학회 편집위원회라 칭하며, 한국수사학회

의 회칙에 의거하여 수사학  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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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학 에 투고된 논문이 심사위원이나 한국수사학회 윤리위원회

에 의해 표절 및 기타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논문

의 게재를 불허한다.

2) 수사학 에 게재된 논문이 한국수사학회 윤리위원회에 의해 표절로 

판정된 경우, 해당 논문의 게재를 취소한다.

3) 수사학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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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학  00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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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학 　논문 투고 규정

2004.05.15.  제정

2004.10.05.  개정

2007.01.15.  개정

2014.03.31.  개정

2015.10.09.  개정

2019.06.30.  개정

2020.06.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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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학  스타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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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학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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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학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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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게재논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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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학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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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단행본, 잡지, 신문:    
② 문헌 속의 글, 개별 논문, 개별 작품: ｢  ｣로 표기 
③ 영화, 공연: <   >  

④ 문헌의 출판연도: 문헌 기호의 바깥쪽에 (   )로 표기  

 고대수사학 (2012)에서 

⑤ 직접인용은 큰 따옴표 “   ”로, 간접인용, 재인용, 강조는 ‘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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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괄

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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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문학  89, 343-361. 

 푸어만, 만프레트(2012), 고대수사학 (김영옥 옮김), 시와 진실. 

Gutting, Gary(1994), The Cambridge Companion to Foucaul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McLeod, Owen(1995), “Aristotle’s Method”, History of Philosophy 

Quarterly 12(1), 1-18. 

번역자가 있는 경우: Eikenbaum, Boris(1972), The Young Tolstoi, 

Kern Gary(trans.), Ann Arbor: Ardis.

吴铃(2005), ｢汉语手语语法研究｣, 中国特殊教育  8, 15-22.

편집자가 있는 경우: Knapp, Liza(2003), “The Setting”, Approa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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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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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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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학
제44집 2022. 9.
인쇄일 2022년 9월 29일
발행일 2022년 9월 30일

발행인 김　헌
편집인 손윤락
발행처 한국수사학회
주　소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137-2동 (신림동)
전　화 010-4353-7972
이메일 rhetorica-korea@naver.com (학회)

rhetorica.korea@gmail.com (편집위원회)
홈페이지 http://rhetorica.org

인쇄처 주호기획

ISSN 1738-415X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Photoshop 5 Default CMYK)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fals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fals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450
  /ColorImageDepth 8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FlateEncode
  /AutoFilterColorImages fals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fals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450
  /GrayImageDepth 8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FlateEncode
  /AutoFilterGrayImages fals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fals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24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Japan Color 2001 Coated)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JC200103)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http://www.color.org)
  /PDFXTrapped /False

  /CreateJDFFile false
  /Description <<
    /KOR <FEFF005b0027006a00750068006f0070007200650073007300270020ae30c900005d0020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370c2a4d06cd0d10020d504b9b0d1300020bc0f0020ad50c815ae30c5d0c11c0020ace0d488c9c8b85c0020c778c1c4d560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tru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BleedOffset [
        0
        0
        0
        0
      ]
      /ConvertColors /ConvertToCMYK
      /DestinationProfileName (Photoshop 5 Default CMYK)
      /DestinationProfileSelector /UseName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tru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true
      /MarksOffset 6
      /MarksWeight 0.250000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UseName
      /PageMarksFile /RomanDefault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UseDocumentProfile
      /UntaggedRGBHandling /UseDocumentProfile
      /UseDocumentBleed true
    >>
    <<
      /AllowImageBreaks true
      /AllowTableBreaks true
      /ExpandPage false
      /HonorBaseURL true
      /HonorRolloverEffect false
      /IgnoreHTMLPageBreaks false
      /IncludeHeaderFooter false
      /MarginOffset [
        0
        0
        0
        0
      ]
      /MetadataAuthor ()
      /MetadataKeywords ()
      /MetadataSubject ()
      /MetadataTitle ()
      /MetricPageSize [
        0
        0
      ]
      /MetricUnit /inch
      /MobileCompatible 0
      /Namespace [
        (Adobe)
        (GoLive)
        (8.0)
      ]
      /OpenZoomToHTMLFontSize false
      /PageOrientation /Portrait
      /RemoveBackground false
      /ShrinkContent true
      /TreatColorsAs /MainMonitorColors
      /UseEmbeddedProfiles false
      /UseHTMLTitleAsMetadata tru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595.276 841.89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