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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필수 교과목 강의지침서
1. 교과목 정보
교과목명

학점

국문

인문학적 사고와 자기 표현

영문

Humanities Thinking and Self-expression

3

시간
이론

이수구분

실습

3

교양필수

구분

대학 및 기관

작성 책임교수

융합교양대학

김영선

융합교양대학

박기현

융합교양대학

박상석

융합교양대학

정규식

작성 참여교수

학부(과)·전공

성명

2. 교과목 개요
구분

교과목 개요
인문학의 목적은 인간이 가진 근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이 이룩했던 모든 사
상과 역사, 문화 등을 폭넓게 다루는 데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간은 대상에 대해 비판적이며 분석적이고 사변적으로 접근하게 된다. 이러한 목

국문

적과 접근 방식을 통하여 인간은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인
류에 공헌하고 역사의 발전에 동참하게 된다. 본 교과목은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학생들의 인문학적 사고를 체계적으로 배양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초적인 이론과, 방법론으로서의 글쓰기 역량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humanities is widely to handle not only the fundamental
problems that human beings have, but also all of the thoughts, histories
and cultures that they achieved so far. To achieve this goals, human
beings make an approach critically, analytical and speculatively to the

영문

targets. Through this purpose and approach, human beings can be better
understood

themselves,

ultimately

contributing

to

humankind,

and

participating in the development of human history. This course, from the
viewpoint

as

described

above,

is

systematically

cultured

humanities

thinking, and provides basic theories for humanities and an writing power
as methodologies that can specifically express humanities 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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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핵심역량 설정
- 본 교과목을 수강하여 배양할 수 있는 핵심역량을 설정(최대 2개 이내)
핵심
역량

친화적
인성역량

협력적
소통역량

통섭적
창의역량

선도적
지역혁신
역량

글로벌
도전역량

선택
(√)

( 0 )

( 0 )

( )

( )

( )

수행기준
ㆍ인간의 본성과 가치를 탐구하고 정신세계를 투시하여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영
위하며, 자신의 존재를 긍정하고 삶을 아름답게 영위하려는 바람직한 인성을 함
양한다.
ㆍ또한 공동체를 창의적으로 이끌어갈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고, 자신을 적극 개발
하는 동시에 타인의 관심과 공감을 획득하는 고도의 친화력을 배양하여 인간과
인간의 조화 및 인간과 환경의 공존을 모색한다.

ㆍ자기세계를 정확히 표현하는 자기표현능력을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타인과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켜 현대사회의 복잡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상호 협력적
인 소통의 역량을 고양한다.
ㆍ소통과 융합의 가치를 중히 여겨, 타인을 포용하고 포섭하는 덕성을 함양하며,
환경과 기계 기술 등 존재하는 모든 것과 하나가 될 수 있는 포괄적인 소통능력
을 배양한다.

ㆍ현대사회의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폭넓게 습득하여 수용하고, 이를 다시 종횡으
로 융복합하여 창의적으로 재구성하는 통섭의 사고능력을 배양한다.
ㆍ또한 미래사회를 선도할 통섭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리더로서의 기본적인 자질
과 능력을 총체적으로 배양한다.

ㆍ세계의 광범위한 네트워크 속에서 우리 지역의 입지와 역할을 단단히 구축하여,
수도권과 차별화된 혁신적인 지역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수준 높은 외국어 실력
을 갖춘 차세대 리더를 양성한다.
ㆍ이를 통해 광범위한 국제화의 네트워크 속에서 로컬리티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일조하고, 국가 차원을 넘어서는 지역 연대를 통해 보편적 의제인 평화와 인권
을 도모하여 우리의 주권을 시현하는 강인한 혁신역량을 도모한다.

ㆍ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언어능력을 배양하고 적극적인 사고 및 태도를 함양하여,
궁극적으로 세계를 향해 힘차게 도전하는 글로벌 인재의 양성을 추구한다.
ㆍ이를 위해 언어 이외에도 우리 문화의 특수성과 각국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며, 국제사회에 통용될 유연하고 글로벌한 사고능력을 함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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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 례
주차

수업주제

1

인문학적 사고와 의사소통

2

자기 표현과 언어의 관계

3

인문학과 비판적 사고

4

인문학과 창의적 사고

5

자기 표현의 방식

6

자기 표현과 사회적 용인성

7

인문학적 자기 표현의 실제-1

8

중간고사

9

자기 표현을 위한 구상

10

비판적 사고와 문제 제기

11

텍스트 구성과 기술 방법

12

자기 표현과 정리하기

13

비판적 사고와 말하기

14

인문학적 자기 표현의 실제-2

15

기말고사

3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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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차】

1주차

인문학적 사고와 의사소통

『학습 목표』
가. 인문학적 사고의 개념과 범위, 특성을 이해한다.
나. 인문학적 사고의 유형을 알고 개념을 이해한다.
다. 인문학적 사고에 의사표현 능력이 중요한 역할을 함을 이해한
다.
『학습 내용』
1. 인문학과 사고의 다양성
문학의 개념을 알고 인문학을 통해 다양하게 사고하는 법을 배운다.
2. 의사소통의 의의와 방식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방법을 배운다.
1. 인문학이란 무엇인가
가. 인문학의 개념
인문학의 한자어에는 사람 인(人)이 처음에 들어간다. 그리고 인문학
을 영어로 ‘Humanities’라고 쓴다. 이처럼 인문학은 ‘사람이 핵심이 되
는 학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인문학은 ’인간에 대한 학문‘이라
고 한다.
하지만 이 말로는 인문학이 어떠한 학문인지 파악하기 힘들다. 그렇
다면 인문학이라는 개념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 고대 그
리스와 로마 시대에는 지금과 같이 학문이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 인문학이라는 개념의 가장 오래된 기원은 고대 그리스의 ‘파이
데이아(paideia)’이다.
교육 혹은 학습이라는 뜻의 파이데이아는 기원전 5세기 중반의 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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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들이 젊은이들을 도시 국가의 건전한 시민으로 키워 내는 것을
의미했으며 여기에는 체조, 문법, 수사학, 음악, 소학, 지리학, 자연철
학,

철학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말에

라틴어

'후마니타스

'(humanitas)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기원전 55년
케케로(Cicero)가 쓴 『웅변가에 관하여(Oratore)』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쓰였으며 웅변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뜻하는 말이었다.
즉 그리스·로마 시대에 교양인을 양성하기 위한 일반 교육을 의미하
던 인문학은 르네상스 시대에 오면 중세의 신중심의 부정적 인간관을
극복하면서 고대의 인간관을 다시 계승하면서 인문학은 '교양을 위한
학문', '인간의 정신을 고귀하고 완전하게 하는 학문'으로 주장되었다.
19세기 경에 와서는 세계와 세계 속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객관적으
로 탐구하는 자연과학의 자료와 방법으로부터 분리되면서 인문학의
정체성을 찾게 되는데 인문학이 사실을 추구하는 학문이 아니라 '인간
다움'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학문이라는 점에서는 르네상스인들이 정의
한 인문학의 개념과 전통이 거의 후대에 계승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인문학의 하위 분류
(1) 문학
문학(文學, literature)은 문학 작품의 구성, 그 창작과 감상, 그리고 그
것을 둘러싼 사회적·역사적 문맥 등에 관해 연구하는 학문이다. 문학은
한 편의 작품을 구성하는 요소들, 예컨대 은유, 상징, 리듬, 인물, 시점,
비극성 등의 의미와 작품 속 기능에 관해 연구한다. 또한 문학은 작가
가 한 편의 작품을 생산하는 메커니즘과 독자가 그것을 수용하는 과
정에 관해서도 연구한다.
그리고 문학은 작품의 창작과 감상에서 중요한 토대가 될 뿐만 아니
라 최종적으로 그 의미에 결정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회적·역사적 문
맥에 관해서도 종합적으로 연구한다. 이는 문학이 문학 작품에 대한
감수성 외에 사회, 역사, 정치 등에 관한 풍부한 지식 또한 필요로 함
을 의미한다.
문학이라고 하면 시, 소설, 수필 등으로 분류되는 문학 작품을 의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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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학문으로서의 문학은 그와 구분
해서 ‘문학 연구’로 명명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문학’이
라는 용어는 문학 작품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도 포괄
적으로 사용된다.
학문으로서의 문학에는 이론 연구, 장르 연구, 작품 연구, 작가 연구,
독자 연구, 문학사 연구, 문화 연구 등이 모두 포함된다. 최근에는 영
화나 컴퓨터 게임의 서사, 또한 인터넷 기반 글쓰기로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아울러 세계 각국의 고유한 문학을 구분하고, 이들 고
유한 문학을 연구영역으로 한다.
(2) 역사학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무언가 흥미진진하고 비밀스러운 답이
나올 것만 같은 질문이다. 일반적으로 역사라는 말의 뜻은 인간이 살
아온 사회생활 총체로서의 ‘과거’를 의미한다. 즉 역사학(歷史學, study
of history)이란 과거에 일어난 다양한 사건, 사회 변화, 사상, 문화를
다루는 학문으로 과거를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인간의 활동에 대
한 기록을 정확하고 포괄적으로 복원하려는 것이다.
역사의 아버지로 불리는 헤로도토스(Hēródotos)는 기원전 5세기에 페
르시아 전쟁을 주제로 쓴 책에서 ‘조사’, ‘탐구’라는 뜻의 ‘historia(역
사)’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즉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한 이야기, 혹은
과거 사건에 대한 서술을 역사로 보았다. 따라서 역사학은 과거에 실
제로 무엇이 일어났는지부터 시작하여 그 후속 사실들을 계기적(繼起
的)으로 따져나가는 학문이다.
에른스트 베른하임(Ernst Bernheim, 1850~1942)은 “역사학은 인간에
게 자기 지식과 자기 인식을 가르쳐 과거의 사건이나 상태가 어떻게
해서, 그리고 무엇으로 생성되고, 무엇이 장차 그런 것에서 생성될 것
인가를 알게 하여 과거의 사건이나 상태에서 현재의 그것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표현하였다. 즉 역사는 과거 사실에 대한 기록이므
로 역사가 어떻게 되어왔고 어떻게 쓰여 있는지, 역사적 기록의 역사
를 연구하는 학문이 역사학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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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철학
철학(哲學, philosphy)이라는 용어는 소크라테스(Sokrates, BC 470~BC
399)에서 시작한다. 소크라테스가 문제를 삼았던 것은 자연이 아니라
인간이다. 이 인간은 영혼으로서 인간이며 소피스트(sophist)에서 볼
수 있는 개인적 인간이 아니라 보편적 인간이었다. 영혼은 지혜
(sophia)를 기능으로 하는 이법(理法)이며, 이 이법은 소피스트들의 인
위적인 것(nomos)에서 부정된 것이며 인간의 본질이다.
인간이 영혼을 잘 가꾸는 것은 지혜(sophia)를 사랑(philos)하는 것이
며, 그것이 곧 철학하는 것(philosophia)이다. 여기에서 철학이라는 용
어가 나온 것이다. “철학이란 무엇인가?”라고 묻는 문제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와 더불어 매우 중요하고
도 난해한 문제이다. 그 이유는 철학이라는 학문의 폭이 아주 넓고 그
대상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세계 인구가 70억 명이라면 70억 가지의
사유, 70억 가지의 철학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다. 인문학적 사고의 필요성
인문학의 진짜 특성은 자연과학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인문학을 대표하는 학문으로는 문학, 역사, 철학이 있다.
이 학문들의 공통적 요소를 살펴보면, ‘인간의 언어’, ‘인간의 윤리, 상
상력, 합리적 사고’, 더 나아가 ‘인간의 감정’이 핵심이다. 이것이 자연
과학과 인문학의 차이점이다. 쉽게 말해 ‘인간만이 가지는 것(인간의
고유성)에 대한 탐구와 교육이 인문학의 본질이다.
우리는 문학 작품 해석을 통해 우리는 세계, 사회, 인간의 모든 문제
를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느끼며 인간의 삶에 관한 시
야를 넓힐 기회를 갖게 된다. 또 역사적 기호를 통해 인류로서의 우리
의 객관적인 자화상과 그 의미를 배울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역사학의 기능은 인류의 집단적 자기인식에 있고, 이러
한 자기 인식의 의미는 지평선 상에서 인류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데 있다. 또 철학을 통해

세계 전체에 대한 진리도 알 수 있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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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앞서 모든 기호들의 의미를 논리적으로 투명하고 정확하게 사유하
는데 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 교육이라고 불리었던 것이 인문학의 조상이 되
는 이유는 인간이 짐승과 다른 ‘수준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교육’
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이다. 인간이 가지는 고차원적 능력은 대개 후
천적으로 발달한다. 후천적인 학습과 자극, 교육이 없으면 인간은 심지
어 언어도 구사할 수 없고, 윤리와 도덕도 모를 것이며 사고력도 낮을
것이다. 즉, 교육이 없으면 인간은 짐승과 유사한 ‘미개한’ 상태가 된
다. 반면, 인문학 교육을 많이 받을 수록 인간 고유의 고차원적 능력은
점점 더 향상된다. 언어를 구사하고, 윤리와 도덕성을 가지며 복잡하고
고등한 사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즉, 인문학적 사고는 인간을 ‘높은 수
준’으로 계발시켜 준다.

연습문제 01.
✎ 현재 사회에서 인문학적 사고와 소양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문학적 사고가 왜 필요한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해 보자.

2. 인문학적 사고, 언어, 그리고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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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동물[Homo sapiens]', '생각하는 갈대', '생각한다. 고로 존
재한다', '생각, 생각, 생각, 생각 좀 하고 살아'에서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인간 혹은 자신이다. 이처럼 인간 혹은 자신의 특징을 가장 잘
규정짓는 말은 사고[사유, 생각]이다. 지구상의 대부분의 동물들은 본
능적인 몸동작 표정 등으로 단순한 의사소통을 한다.
그렇지만 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달리 의사소통 수단으로 언어를 사
용한다. 특히 언어 중에서도 글[문자]은 복잡한 의미를 가졌으며 세계
[존재]를 표현한다. 그래서 철학자 하이데거(M. Heidegger)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며 동시에 인간 존재의 거처이다"라고 했던 것이다. 그리
고 말이나 글로 표현된 것을 비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사고는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인간은 생각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구성원 간의 의사
소통 수단으로 언어를 사용하여 보다 높은 단계의 사고를 한다. 인간
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읽기'로 배우고 자신의 생각을 쓰기를 통해
서 표현한다. 그리고 '말하기'와 '듣기'를 통해 타인과 생각을 교환한다.
그래서 생각[사고]과 언어는 인간이 의사소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게다가 인간은 사회라는 구성체를 만들어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언어
를 사용하여 구성원과 조화를 이루고자 노력한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인간을

사회적

동물

정치적

동물

언어를

사용하는

동물(homo

loquens) 등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인간의 생각[사고]과 언어는 아주
밀접한 상호 관련성을 가진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은 어떤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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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든 표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고[생각]란 생각 '사(思)'자와 생각 '고(考)'자로 이루어진 합성어로
서, 이러한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가 언어이다. 언어란 말씀 '언(言)'자
와 말씀 '어(語)' 자의 합성어로서 이른바 말과 글을 의미한다. 결국 인
간의 생각을 언어로 드러낸 것이 말과 글이다.
그래서 말한다는 것과 글 쓴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시 말해 언어와 생각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말과 글
을 조리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논리적이야 한다. 생각이 논
리적이지 않으면 그것을 표현한 언어 말과 글도 논리적일 수 없다. 그
래서 우리가 말을 잘하기 위해서 또는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논리적
으로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일상적인 대화나 토론은 물론 남의 글을 읽고 그 주장에 동조하기거
나 비판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주장을 통해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
서도 논리 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표현된 말과 글이 정서와 감
정을 표현할 경우 인간의 언어 말과 글이 반드시 논리적인 것은 아니
다. 예를 들어 내가 낙동강에서 지는 석양을 바라보며 “와! 아름답다”
고 할 때 이것은 말하는 나의 ‘정서’와 ‘감정’을 표현한 것이다. 또는
엄마가 아이들에게 “애들아, 밥 먹어”라고 할 때와 같이 특정한 ‘행위’
를 불러일으키는 표현도 있고 아버지가 퇴근하여 돌아와 아이들에게
“애들아! 아빠다. 문 열어”라고 할 때와 같이 ‘명령’하는 언어적 표현도
있다. 이것들은 모두 좁은 의미에서의 언어적 표현이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문제로 삼는 것은 참 거짓이 분명한 명제를 포함
한 언어이다. 즉 단순히 진술된 문장이 아니라 어떤 주장이 담겨 있고
그 주장이 참이거나 거짓인 명제로서 언어의 다양한 기능들 중에서도
어떤 주장의 표현과 논증을 구체적 대상으로 삼는다. 이것은 언어의
표현과 그 표현된 것을 논증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표현
된 주장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었는지 그 주장이 올바르게 논증되었는
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다 그래서 언어로 표
현된 주장에 대한 ‘비판적 사고’가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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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차】

2주차

자기 표현과 언어의 관계

『학습 목표』
가. 생각과 언어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안다.
나. 말하기와 글쓰기의 힘에 대해 알 수 있다.
『학습 내용』
1. 사고와 표현의 상관성
사고와 표현은 밀접한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한다.
2. 자기 표현과 언어적 표현
사고를 표현하는 방법 중 말하기와 글쓰기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1. 자기 표현과 말하기
(1) 말하기의 중요성
인터넷이 상용화되고 다양한 전자 매체가 등장하고 있는 현대사회에
서 인간의 의사소통 능력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자신의 의사를 타
인에게 표현하고 전달하는 능력 중에서도 말하기는 인간의 가장 원초
적이고 기본적인 의사소통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멀티미디어 시대를 맞아 서로 마주보지 않
고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시대에서, 정작 말하기가 중요하게 인식된다
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곰곰이 생
각해 보면 상대방과 대면하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말하기 능력이 필
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깨달을 수 있다. 지속적으
로 변화하는 인간 사회에서 결코 변하지 않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인
간의 말하기 능력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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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종류의 말하기를 경험하고 있
다. 대통령의 연설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의견 표명, TV 속 사회자의
진행 멘트, 토론이나 간담회에서 패널들의 발언, 영업 사원의 세일즈
프로모션, 각종 부서별 임원들의 취임사 직장인들의 부서별 프레젠테
이션, 대학 수업 시간에서의 발표 등 인간의 말하기 능력을 필요로 하
는 상황은 셀 수 없이 많다. 디지털 멀티미디어 시대가 되었다고 해서
결코 인간의 말하기 능력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시대가 변하는 것과 상관없이 사회가 요구하는 말하기 능
력은 예전과 똑같다고 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해, 인간의 말하기 능력
은 변화하는 사회에 관계없이 고정불변의 속성을 지니는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저명한 미래학자 롤프 옌센(Rolf Jensen)이 말한 것처럼,
이른바 ‘이야기와 감성의 시대’인 오늘의 사회가 요구하는 말하기 능력
은 분명 이전 시대와는 다르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한국 사회에서 미덕으로 간주되었던 것 중의 하
나는 말을 아끼고 진중하게 여기는 태도였다. 자신의 주장을 강력하게
펼치기보다는 타인의 견해를 경청하고 수용하여 절충적인 태도를 보
이는 것이 대범하고 포용력 있는 것으로 인식되던 때가 있었다. ‘남아
일언중천금(男兒一言重千金)’, ‘침묵은 금(金)이다’라는 경구들은 모두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말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한 경계를 의미하기도 했다.
말을 할 때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하라는 가르침은 다변
(多辯)에서 비롯되는 말실수를 조심할 수 있게 만든다. 문제는 이러한
가르침이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말실수에 대한 경계보다는 말을 적게
하는 태도가 미덕이라는 인식이 깊어진 데에 따른 소극적인 말하기
자세에 있다.
이러한 태도는 과거 주입식 교육과 맞물리면서 학생들의 말하기 교
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러다가 21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인간의 의사소통 능력이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매김 되었고, 이에 따라 초∙중∙
고를 비롯한 교육기관들은 앞 다투어 말하기와 글쓰기에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다.
하지만 말하기에 관련된 교육 기반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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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말하기 능력을 키운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학생들의 말하기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대사회가
필요로 하는 말하기 능력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산업 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그리고 다시 오
늘날 멀티미디어 사회로 변화하는 시대에서 인간의 말하기는 과연 어
떠한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오늘날 개인이 지닌 능력과 재능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는 바
로 인간의 의사소통 능력이다. 대학 입학사정관들이 수험생을 면접할
때, 기업 인사 담당자가 지원자를 면접할 때, 유권자가 대통령 혹은 국
회의원 후보자들의 공약을 경청할 때 그들의 능력을 판단하는 일차적
요건은 말하는 내용과 태도인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재능과 경험을 지녔다고 하더라도 말하기 능력이 떨
어진다면 그 사람은 결코 타인에게 좋은 인상과 신뢰를 줄 수 없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표현함으로써 타인과 소통을 하고 관계를 맺는
효과적인 수단인 말하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이라면 반드시 갖
추어야 할 능력이다.

(2) 말하기 교육의 필요성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말하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하면 나의 생각을 조리 있고 명쾌하게 말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 자신의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은 체계
적인 말하기 교육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다. 최근 많은 대학에서 말하
기와 글쓰기에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바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다.
말하기 능력은 결코 선천적인 것이 아니다. 태어날 때 우리 모두는
음성, 즉 소리만을 낼 뿐 말을 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말하는 능력은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얻어진다.

말을 잘하고 못하고의 차

이는 철저히 후천적인 교육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14

[붙임 4]

개인의 의사소통 능력이 말하기 교육을 통해 향상된다는 인식에 따
라 몇 년 전부터 고등교육기관을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 수업이 진행
되기 시작하였다. ‘발표’라고 하면 웅변 학원에서 배운 것이 전부였던
초등학생들은 과장되고 상투적인 제스처와 말투에서 벗어나, 공적 말
하기에서 화자가 갖추어야 할 자세와 발성 등을 학습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초등교육기관에서 행하고 있는 말하기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
금 공적인 자리에서 말하는 태도와 자신을 당당하게 표현하도록 만들
었다. 문제는 이렇게 습득한 말하기 능력이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부터 입시 준비에 밀려 점차 사라져버린다는 것이다. 대학 입시가 교
육의 최종 목표인 것처럼 돌아가는 중∙고등학교의 교육 제도로 인해
학생들의 말하기와 글쓰기 능력은 점점 퇴화되고 있는 것이다.
팀별 작업과 발표가 중심이 되는 대학 수업에서 의외로 많은 학생들
이 말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 또한 여기에 기인한다. 말하기 관련
수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대학 수업은 팀별 활동을 포함하
고 있다. 그런데 팀별로 과제를 수행하고 발표를 하다보면, 말하기에
소질이 있는 몇몇 학생들만 발표를 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말하는 훈
련을 하지 못한 채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학에서 말하기 수업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글쓰기 수업
에서 학생 개개인의 창의력을 개발하고 작문 실력을 점검하여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처럼, 말하기 수업에서도 학생 개개인이 발표와
토론에 참여함으로써 말하기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이다.
말하기 교육 프로그램에는 개인별 발표와 집단별 토론이 포함된다.
한 명의 화자가 수많은 청중들 앞에서 발표하는 훈련과, 하나의 논제
를 가지고 집단별로 나뉘어 토론하는 훈련이 진행되는 것이다. 개인별
발표와 집단별 토론은 모두 공적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훈
련이다.
개인별 발표에는 주제를 정하고 내용을 구성하는 등 발표에 관련된
사항을 개인이 혼자 결정해야 하므로 부담감이 있지만 한편으로 창의
적 사고를 배양할 수 있다. 집단별 토론에서는 주어진 논제에 대해 찬
반으로 나뉘어 자신이 속한 팀의 일원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공동 작
업에 대한 협동심을 기를 수 있다. 또한 자신이 속한 팀의 주장을 펼
치기 위해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논리적이며 비판적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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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를 기를 수 있다. 개인별 발표와 집단별 토론은 가장 효과적인 말하
기 교육 방법인 것이다.

[ 말하기 교육 프로그램 ]

(3)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말하기
대학에서 말하기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공적인
자리에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데 이상한 것
은 공적인 자리에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학생들일수록 오히려 사
적인 자리에서는 적극적으로 말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예를 들
면, 팀별 작업을 하는 동안 학생들의 참여 태도를 살펴보고 있노라면,
공적인 자리에서 쑥스러워했던 학생들이 팀원들을 이끌며 대화를 주
도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왜 생겨날까?
답은 비교적 간단하다. 학생들은 공적인 말하기를 학습하지 않았을
뿐 의사소통을 위한 말하기 능력을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말하고 싶은 욕구를 지니고 있다. 이 욕구가 효과적
인 의사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말하는 방식과 태도를 배워야 한다.
그렇다면 효과적인 의사소통 수단을 위해서 말하기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의사소통 과정이 어떠한
요소들로 구성되는 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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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소통(말하기) 과정 ]
말로 의사를 소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말하는 사람(화자)과 듣
는 사람(청자)이 있어야 한다. 화자는 자신의 생각을 말로써 청자에게
전달하고, 청자는 화자의 의견을 들으면서 사고한다. 이렇게 화자와 청
자가 상호작용하는 공간은 말하는 환경이 된다. 즉, 의사소통 과정은
화자, 청자, 사고(思考), 전달, 듣기, 환경 등의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
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다.
화자는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머릿속으로 구상하고 정리하는 사고의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이를 말로 표현함으로써 청자에게 전달한다. 청
자는 화자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듣고 판단하는 사고의 과정을 거친
다. 말하자면 화자와 청자는 상호작용을 통해 사고, 전달, 듣기의 과정
을 공유하는 것이다.
화자와 청자가 위치하는 공간 역시 말하기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말하기 과정에서 환경이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 화자는 자신이 발
언하는 환경이 공적인 자리인지 사적인 자리인지를 구별하여 말하기
를 수행한다. 가령, 오랜만에 만난 동창과 음식점에서 만났을 때와 모
교에서 후배들을 위해 조언을 할 때의 말하기 방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적인 자리에서 말하기 방식은 화자에게 아무런 제약이 있지 않기
때문에 거리낌이 없다. 그러나 공적인 자리에서 말하기 방식은 일정한
제약이 뒤따른다.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말하기 수업은 공적인 자리에
서 말하는 방법과 태도를 학습하는 것이다. 자신의 의견을 타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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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하는 방식이 공적인 자리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배움으로써 효
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2. 자기 표현과 글쓰기

(1) 글쓰기의 중요성
인간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말하기
이다. 우리는 말하기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타인에게 전달하고 타인의
생각을 전달 받게 된다. 말하기 다음으로 인간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글쓰기이다. 글쓰기는 말하기 외에 자신의 생각을 가
장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글쓰기는 말하기와 달리 손으로 기록을 남기는 수고가 따른다. 생각
을 다시 한 번 정리하여 문자로 기록을 남기는 수고로움은 시간성을
지니게 되어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자칫 휘발되어
버릴 수 있는 생각이 기록으로 남아 여러 세대가 흐른 후에도 전해지
는 것이다.
고대 수메르인의 문자나 중국의 갑골문자를 떠올려보자. 수천 년이
지난 후에 발견된 문자 기록을 통해 우리는 당대 사람들이 어떠한 생
활을 하고 지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비록 글쓴이는 수천 년 전에
죽어 무형으로 돌아갔지만 글자만은 남아서 21세기의 인류에게 그들
의 생각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글쓰기가 갖는 시간성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일상에서 글로 자
신의 생각을 표현해야 하는 일들은 너무나도 많다. 하루에도 몇 통씩
쓰게 되는 휴대전화의 문자 메시지도 가벼운 글쓰기의 한 종류이다.
특히 요즘에는 휴대전화에 컴퓨터 기능이 결합되어 자신의 일상을 담
은 일기를 저장하는 사람도 많아졌다.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심각한 내
용에 이르기까지 문제 메시지는 매우 폭넓은 수용력을 지니고 있어
현대인의 대표적인 의사소통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취직을 위해 쓰게 되는 자기소개서나 이력서 또한 글쓰기를 통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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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진다. 사회에 진출한 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접하게 되는 보고서
나 기획안 등은 직장인들이 가장 흔하게 쓰는 글쓰기의 한 종류이다.
이 밖에 가까운 예로 대학에서 학생들이 과제 수행을 위해 쓰게 되는
리포트나 에세이 등을 떠올릴 수 있다.
자신의 내밀한 일상을 글로 쓰는 일기 외에 모든 글쓰기는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한다. 사적인 자리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부터 공적인 자리에서 행하는 의사 표현까지 글쓰기는 효
과적인 의사소통 수단의 하나이다. 누구든지 펜과 종이만 있다면 언제
어디에서건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다. 소설이나 시와 같은
순수 문예물 역시 글을 통해 자신의 뜻을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작가
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생각과 감정을 밖으로
드러냄으로써 나를 증명하고 타인과의 대화를 지향하는 글쓰기는 사
고를 표현하는 가장 기초적인 수단이 된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글쓰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
라지 않는다.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오늘날 글쓰기는 과거에 비해
서 마치 쇠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우리는 매스미디어가 창출하고 있는 다양한 콘
텐츠의 설계도가 바로 글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
가 있다.
가령, 한 편의 뮤직비디오를 만든다고 가정해보자. 감각적인 영상의
뮤직비디오를 위해서는 수많은 준비 과정과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적
으로 노래와 가수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획안이 필요할
것이다. 이 기획안은 다름 아닌 글쓰기를 통해 이루어진다. 영상화 작
업에는 그림 콘티와 함께 구체적으로 이 그림을 어떻게 찍을 것인지
를 알려 주는 글이 필요하다.
연출자의 감성과 시각적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글쓰기는 모든 콘텐츠
의 기획에서 첫 단계에 해당한다. 바로 영상을 찍어서 보는 것이 아니
라 글쓰기를 통해 영상화 작업의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멀티미디어
시대인 오늘날은 인간의 오감 중 시각이 가장 발달한 시대라고 할 것
이다. 주위를 둘러보면 온통 현란한 영상과 이미지가 범람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시각적 영상과 이미지 뒤에는 반드시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글쓰기가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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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조적 사고를 위한 글쓰기
효과적인 의사소통 수단 이외에도 글쓰기는 인간의 창조적 사고를
표현하기에 매우 유용하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인간은 다양한 예술을
통해 창조적 사고의 표현과 영역을 넓혀 왔다. 음악, 미술, 무용, 문학,
연극, 영화 등 인간의 창조적 활동은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통해 이
루어진다. 그 중 글쓰기는 최소한의 도구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자신의 예술적 감성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자 하는 욕망이야말로
다른 생명체와 변별되는 인간의 특성 중 하나이다. 우리는 누구나 자
신만의 독특한 생각이 타인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기를 바란다.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때, 즉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불화와 불신이 생기고 인간은 스스로 고립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무인도에 살거나 스스로 세상과 연을 끊고
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나 타인과 교류를 통해 자신의 삶을 영
위해나가길 바란다. 종교적인 이유나 의학적인 원인이 아닌 이상, 인간
은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며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성장해 나갈 수 있
다. 자신의 생각이 타인에게 제대로 전달되기를 바라는 인간의 욕망은
곧 남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자기 존재의 증명 방식인 것이다.
글쓰기를 통해 인간은 생각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기도 한다.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말하기와 달리, 글쓰
기는 생각을 정리하는 성찰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또한 생각의 고리
들을 어떻게 배열할 것인지를 구성하는, 즉 생각의 지도를 그리는 작
업이 필요하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동시에, 생각을 정리하고 구성
하여 재생산한다는 점에서 글쓰기는 인간의 창의적 사고와 연결된다.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자, 창의적 생각의 원동력인
글쓰기는 수천 년 동안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인간 생활에 필수불가결
한 존재가 될 것이다. 멀티미디어 시대인 오늘날에도 글쓰기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정리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생각의 지도를
그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 도구가 글쓰기이기 때문이다. 글쓰기의
중요성은 글쓰기가 갖는 효용성에서 비롯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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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점검
아래 사항은 글을 쓰기 전 흔히 겪게 되는 어려움을 나열한 것이다.
자신의 글쓰기 상황을 돌아보고, 무엇이 가장 어려운 지를 아래에 덧붙
여 적어 보자.
⚫무엇을 써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다.
⚫자료를 찾지 않고 무조건 글부터 써내려간다.
⚫맞춤법을 몰라 망설일 때가 있다.
⚫두세 줄 써내려간 이후에는 더 이상 쓸 말이 없다.
⚫주어진 글쓰기 과제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다.
⚫
⚫
⚫
⚫
◈ 참고문헌 및 자료 ◈
이수현, 양미란(2011),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사고와 표현, DIMA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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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차】

3주차

인문학과 비판적 사고

『학습 목표』
가. 인문학과 비판적 사고 간의 관계를 이해한다.
나. 비판적 사고를 길러 올바른 판단력을 기른다.
다. 사고를 비판적으로 하기 위한 구성 요소 및 평가 기준을 배울
수 있다.
『학습 내용』
1. 인문학과 비판적 사고
인문학과 비판적 사고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비판적 사고의 필요성
과 의미를 익힌다.
2. 비판적 사고의 구성 요소 및 평가 기준
비판적 사고의 구성 요소와 평가 기준을 알고, 비판적 사고를 배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배운다.

1. 인문학과 비판적 사고
인문학은 ‘교양 증진’을 목표로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사고력, 도덕성, 표현력, 창의력의 계발이 목표이다.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는 유대인들의 속담처럼, 인문학은 결과적인
습득보다 ‘정신적인 수준’과 ‘능력’ 계발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본다. 그
능력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 ‘비판적 사고’이다.
원래 인문학에서 비판적 사고는 진리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인데 사
회생활과 기업 활동을 하는 데에도 이는 유용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자신의 견해를 설득력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도 비판적이고 논리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먼저 ‘비판적 사고’의 의미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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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판적 사고의 의미
사고(생각)를 굳이 구분하자면 분석적 사고, 논리적 사고, 종합적 사
고, 창의적 사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런 사고를 포괄하는 아주 넓
은 개념이 비판적 사고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모든 사고와 그 사고
를 바탕으로 표현된 언어는 비판적 사고(표현)을 위해 필요한 단계이
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사회답게 수많은 말과 글로 배열된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많은 정보를 받아들일 것인지 거부
할 것인지를 올바르게 판단하는 비판적 능력(사고)을 길러야 한다. 우
리들이 비판적 능력 또는 사고를 기르는 것은 크게는 민주사회의 책
임감 있는 성숙한 시민이 되기 위한 것이며 작게는 대학생으로서 교
양과목이나 전공과목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
런 이유에서 비판적 사고를 기르고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말과 글
로 표현하는 방법을 훈련하는 인문학적 사고와 자기표현이라는 과목
의 학습은 지성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비판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다.
예컨대 “너는 매사에 왜 그리 비판적이냐”라고 할 때 그 말 속에는 남
의 말에 토를 달거나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거나 불평불만이 많은 것
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처럼 비판이라는 말에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주장(말) 글에 대해 분석하고 종합하여 그 주장이 타당한지 부당한지
를 따져 받아들일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이
비판적 사고이기 때문이다.
또한 비판적 사고는 우리들의 감정이나 정서를 배제하려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도 있다 우리들의 감정
이나 정서는 어떤 사실을 왜곡시킬 수 있는 동시에 우리들의 비판적
사고를 고무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비
난과 비판은 반드시 구별되어야 하는데 비난은 자신의 감정 을 담아
어떤 주제나 주장을 부정하는 과거 지향적 사고인 반면 비판은 냉철
한 이성을 바탕으로 잘잘못을 따지는 합리적 사고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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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문학은 어떻게 비판적 사고를 키우는가
인문학은 고전(古典)을 많이 공부하는 학문이다. 그런데 왜 현실 생활
과 무관해 보이는 문헌을 탐독할까? 그 문헌에서 저자가 펼치는 사상
과 지혜를 배울 수 있고, 과거 사람들의 생각과 역사를 알 수 있으며,
현재까지 이어진 사상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독해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고전, 특히 철학 고전은 저자의 직접적인 주장
과 지혜를 담고 있다.
우리가 아직까지 배우는 고전들은 대체로 좋은 가르침을 주기 때문
에, 여전히 인정받고 배움의 대상이 된다. 완전히 틀리거나 비도덕적인
가르침이라면 세월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고전의 목록에서 탈락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고전이라고 해도 그 가르침이 모두 따를 만하다
는 이유로 배울 수 없다. 사실 대부분의 고전은 좋은 가르침을 담고
있으면서 동시에 세부적으로는 틀리거나 비도덕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면 고대 그리스와 중국, 조선시대의 인문학
문헌에는 어떤 계층에 대한 비이성적인 차별 관념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옛날에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요즘의 체계화된 인문학 교육은 텍스트
를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논어, 맹자, 대학, 중
용과 같은 문헌을 현대 인문학에서 배우는 이유는 인문학적 소양 증
진을 위해 ‘참고’하거나 ‘조사’하기 위해서다.
텍스트에서 무엇이 따를 만한 것이고, 무엇이 따르면 안 되는지를 어
떻게 판단할까? 심지어 텍스트는 해석이 동일하더라도, 그것을 적용시
키는 시대적 상황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비판적 사고’
에 따라 텍스트를 해석해야 한다. 비판적 사고를 훈련하면 타인이 말
하는 대로 무작정 따라 하지 않을 수 있고, 거짓과 진실을 잘 가려내
어 다가올 미래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

바로 인문학에서 중요하

게 여기는 ‘주체적으로 사고하기’와 ‘의심해보기’가 비판적 사고의 핵심
요인이 된다. 비판적 사고를 키우는 것은 인문학 공부를 하는 과정에
서 두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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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에서 비판적 사고를 훈련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역사학에서
도 진실을 가리기 위한 비판적 토론이 비번하게 일어난다. 사료가 비
교적 뚜렷한 현대사에서도 역사적 진실을 가리기 위한 비판이 끊임없
이 제기되는데 더 먼 과거의 역사는 어떠하겠는가? 언어와 문학에서도
진리와 법칙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2. 비판적으로 사고하기 위한 구성 요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생각을 논리적으로 할 수 있을까? 글을 읽을 때
는 어떻게 하면 글의 내용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까? 또한
글을 쓸 때는 어떻게 하면 글의 내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상
대를 설득할 수 있으며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 이처럼 글을 읽을 때
나 쓸 때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또는 보다 글을 잘 쓰기 위해
서 따져보는 것을 비판적 사고의 구성 요소라고 한다. 이 사고의 구성
요소는 일반적으로 8가지 혹은 10가지로 구분한다.
그러나 모든 글 읽기와 글쓰기에 8가지의 구성 요소가 갖추어지는
것은 아니다. 전문적인 학술논문에서는 8가지의 구성요소를 갖춘 글이
많다. 그렇지만 주장을 담은 사설을 제외하고 사실 보도를 원칙으로
삼는 신문기사는 ‘정보’의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기술된 글이기 때문에
가정, 함축과 귀결, 추리와 결론 등의 구성요소가 빠져 있을 수도 있
다. 이처럼 글의 성격에 따라 구성요소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제
8가지의 비판적 사고를 위한 구성요소에 대해 알아보자.
(1) 목적(purpose)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 예를 들어 학생 여
러분들이 인문학적 사고와 자기 표현 과목을 신청했다면 학점을 받기
위해서거나 글을 잘 쓰기 위해서 수강했다 는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
리고 여러분들이 분명한 수강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 행위도 달
라진다. 즉 수강 목적에 따라 학생들의 수업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행위 목적은 인생살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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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처럼 우리는 생각을 할 때뿐만 아니라 글을 읽거나 쓸 때 반
드시 목적이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말이나 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
적은 하나 내지 둘 이상이 될 수도 있다. 또한 말이나 글의 목적도 정
보제공이나 사실을 알기 위한 것 설득을 위한 것 등 다양하다. 그러므
로 글을 읽거나 쓸 때 어떤 목적으로 글을 읽고 쓸 것인가를 생각하면
글을 잘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읽고 쓸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말이나
글에서 말하는 이와 글쓴이의 주요 목적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2) 현안 문제(question at issue)
무엇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듯이 글을 읽거나 쓸 때 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 해결해야 할 현안 문제도 있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인문학적 사고
와 자기 표현의 강의 목적이 비판적인 사고를 길러 말하기와 글쓰기
를 잘하도록 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할 때 그 목적에 따른 현안 문제는
수강 학생들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다.
따라서 우리가 글을 읽거나 쓸 때는 현안 문제가 무엇이고 또 그 현
안 문제를 그 사람[글쓴이와 말하는 이]이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잘 살
펴야 한다. 그러면 글의 핵심적인 내용도 파악하기 쉬워진다. 이처럼
말과 글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 물음이나 문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3) 개념(concept)
개념이란 ‘어떤 말이나 단어가 가진 의미’를 말한다. 우리는 어떤 말
이나 글이든 반드시 개념을 사용하여 말하거나 서술한다. 따라서 어떤
글을 읽거나 글을 쓸 때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나 자신이 표현한 개념
에 대해 분명하게 이해해야 한다. 개념을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사용
하면 글을 읽는 사람에게 혼란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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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리
그 분야에 대한 배경지식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시된 글의 중요한 개념을 잘 파악하면 글의 전체 주제나 내용
을 이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준다. 따라서 말이나 글에서 추론이 의
존하고 있는 핵심 개념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말을 하는 사람 글을 쓴
사람은 그런 개념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
하다.
(4) 가정(assumption)
모든 일은 어떤 가정을 전제로 시작한다. 말이나 글도 어떤 배경을
가정으로 삼아 시작한다. 물론 가정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
만 암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우리가 분석적 내지 비
판적 사고를 하려면 말하는 이나 글쓴이가 어떤 가정을 전제로 진술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글을 작성하는 자신이 가정하고 있는 전제나 배경지식이 잘
못된 것일 경우에는 과감하게 삭제한다는 마음 자세를 갖는 것도 중
요하다. 이처럼 우리들이 말을 하거나 글을 전개할 때는 주된 가정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한다.
(5) 정보(information)
정보란 증거[관찰, 자료, 연구, 유추, 권위 등]로 얻어지는 것을 말한
다. 오늘날 우리는 고도로 발달된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면 우
리는 이러한 정보를 어떻게 판단하여 받아들이고 거부할 것인가 이와
같은 점은 글 읽기와 글쓰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글에는 주제 또는
문제와 관련된 정보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글을 읽을 때 어떤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지 또 그 정보는 신
뢰할 수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글을 쓸 때도 읽는 사람
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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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리와 결론(inference and conclusion)
분석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은 말과 글의 주장 내지 말과 글
의 결론을 파악하는 것이다. 논증적인 글에는 반드시 전제와 결론이
있다. 다시 말해 어떤 가정이나 전제로부터 추리하여 결론에 도달한다.
여기서 추리란 전제로부터 결론에 도달하는 완결된 형태의 사고과정
을 말한다.
그리고 논증이란 추리가 언어로 표현된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논증
에서 얻은 결론이 주장이며 전제는 그 근거 내지 이유를 제시하는 부
분이다. 이처럼 어떤 글의 주장을 추리를 통해 알아내는 것 글의 전체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비판적 사고를 함양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2만의 미 육군은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을
지원하고 있다. 그들이 철수할 경우 생기는 이익이면 예상되는 미연
방 정부 적자폭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나아가 냉전은 10년 전에
종식되었다. 그러므로 지금은 한국에 주둔하는 주한 미군이 철수할
때다.
앞의 세 문장은 마지막의 결론[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전제]이다. 더
불어 대부분의 글에서 추리는 ‘때문에, 이므로, 왜냐하면, 그러므로’ 등
의 형식으로 표현된다. 이처럼 우리는 말과 글에서 주요 결론은 무엇
인가, 그리고 그 결론은 어떤 추론 추리 과정을 거치는지를 살펴야 한
다.
(7) 관점(point of view)
관점이란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언어, 문화, 교
육 등을 통하여 얻게 된 세계를 보는 지평을 말한다. 우리는 어떤 주
장을 할 때 대체로 자신의 관점 내지 일정한 틀 범주 안에서 한다. 따
라서 우리가 아무리 객관적이고 공정한 관점을 가진 말과 글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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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여도 그것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자신의 관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의 의견 차이를 확인해
야 한다. 다시 말해 자신의 관점도 어떤 관점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동일한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개방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또한 어떤 글을 읽을 경우 글쓴이가 예를 들어 정치적 관점, 경제적
관점, 문화적 관점 등 어떤 관점으로 글을 쓰고 있는지를 염두에 두어
야 한다. 이처럼 우리는 말과 글에서 그 사람이 이 문제를 어떤 관점
에서 다루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8) 함축과 귀결(implication and consequence)
귀결이란 어떤 주장이 암암리에 의미하고 있는 내용을 말한다. 즉 어
떤 주장이 명시적으로 드러난 것이 아닌 함축된 내용을 말한다. 따라
서 분석적 내지 비판적으로 사고하기 위해서는 함축적으로 들어 있는
내용까지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그럴 때 제시된 말과 글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는 제시된 말과 글의 추리
과정에서 주요한 함축과 귀결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한다.
이상으로 8가지의 구성 요소에 대해 말하였는데 이 구성 요소들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신체 각 부분이 서로 밀접한 관
계를 가지듯이 8가지의 구성 요소들도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3. 비판적으로 사고하기 위한 평가기준
앞에서 기술한 가지의 구성 요소는 분석과 비판적인 사고를 위해 고
려해야 할 항목들이지만 이런 구성 요소로 ‘분석된 내용’까지도 평가해
야 한다. 내용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배경지식이나 전문지식이 필요하
지만 배경지식이나 전문지식 이외에도 일반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우리들이 비판적으로 글을 읽거나 쓸 때 내용이 분명한지, 정확한지,
명료한지, 적절한지, 중요한지, 폭이 넓은지, 논리가 있는지, 공정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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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지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내용까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지의 평가기준이 필요하다고 전문 학자들은 말한다.
(1) 분명함(clarity)
분명함이란 말이나 제시된 글의 주장이나 내용이 애매하지 않고 분
명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말이나 글은 나 자신의 생각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분명하게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다. 분명함은 다른 평가 기
준 [정확성, 명료함, 적절성 등]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평
가 기준이 된다. 어떤 생각을 표현할 때 그것이 불분명하면 진술의 의
미를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술 내용이 정확한지 명료한지 중
요한지 깊이가 있는지 논리가 있는지를 결정할 수 없다.
(2) 정확성(accuracy)
정확성이란 어떤 주장의 내용이 실제의 사실과 부합해야 한다는 것
을 말한다. 즉 이것은 어떤 것을 실제로 존재하는 그대로 나타내는 것
이다. 그리고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 진술내용은 부적합한 것이
다. 예를 들어 ‘거북은 15년 정도 산다.’라고 할 때 그 주장은 분명하지
만 정확성을 결여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말과 글이 정확한
지 또 내 생각과 주장이 정확한지를 평가해야 한다.
(3) 명료성(precision)
명료함이란 어떤 주장의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은 부유한 국가이다’라고 할
때 이 주장은 모호한 주장이다. 왜냐하면 이 주장에는 부유한 국가의
기준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주장의 경우 ‘부유한 국
가란 국민소득이 3만 불 이상의 국가를 말한다.’는 조건을 붙여야만
명료한 문장이 된다.
(4) 적절성(rele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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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을 진술한 어떤 주장이 적절하다는 것은 생각과 주장이 물음이
나 주제[문제]와 잘 맞는다[관련이 있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글의 주
장이 글의 목적이나 관점 등과 적절하게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특히 적절성은 주장[결론]과 근거[전제]사이의 관련성을 따지는
것으로 근거가 주장을 정당화시켜 주는지를 살펴야 한다.
(5) 중요성(importance)
말과 글이 아무리 적절한 주장을 하고 있다하더라도 부차적인 내용
만을 담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 중요성이란 어떤 주장[주제]에 대해 생
각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이나 쟁점에 집중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
해 주장과 관련한 여러 가지 목적이나 개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목
적이나 개념에 주의하는 것이다.
(6) 깊이(depth)
깊이란 생각과 진술된 글의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룬다는 말이다. 모든
문제에는 표면적 인 것보다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
를 다룰 때는 깊이 있게 다루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아동
성범죄자는 모두 사형시켜야 한다.’고 주장할 때 그 주장은 분명하고
명료하고 정확하지만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피상적 주장이 된다. 왜냐
하면 아동 성범죄를 일으킨 정치적 사회적 배경이나 성범죄자의 심리
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7) 폭넓음(breath)
이 평가 기준은 관점과 관련이 깊다. 즉 분석적이고 비판적으로 사고
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관점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나의 관점
만을 취하면 폭넓은 사고를 할 수 없다. 따라서 편협하고 근시안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점이나 측면에서 진술된 내용을 살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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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논리성(logicalness)
말과 글에서 앞뒤 모순된 내용이 있거나 논지 전개 과정이 달라지면
호응을 얻지 못한다. 논리성이란 진술한 말과 글의 내용이 서로 모순
되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추리를 통해 논
리적으로 결론이 도출되는가를 꼼꼼히 조리 있게 따지는 것을 말한다.
(9) 공정성(fairness)
인간은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중요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빠뜨리거나 왜곡시키며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기술하기도 한다. 자신의 말이나 글을 통해
상대의 동의를 얻고 설득하려면 생각뿐만 아니라 말과 글의 내용 과
정이 공정해야 한다.
(10) 충분성(sufficiency)
어떤 쟁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 주장을 할 때는 쟁점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목적에 맞게 충분하게 추리했
는지 상황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고려했는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말과 글의 내용은 불충분한 것이 되고 만다.
앞에서 제시한 8가지 구성요소와 10가지 평가기준이 모든 글 읽기와
글쓰기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즉 모든 구성요소와 평가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글의 주제나 글
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비판적 사고의 구성요소와 평가기준은 글 읽기와 글쓰기에서
상호 보완의 관계에 있다. 다만 비판적 글쓰기에서는 구성요소를 앞세
우고서 평가 기준을 고려해야 하는 반면 비판적 글 읽기에서는 평가
기준을 먼저 내세우고서 구성요소를 따져야 한다. 결국 비판적 사고의
구성요소와 평가기준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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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문제 01.

✎ 다음 글을 읽고 8가지 구성 요소를 적용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 과학 대 신학
과학과 ‘신학’의 화해를 역설한 3월 18일 사설에서 당신은 ‘사람
들은 자신의 기원에
관해서도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한다‘라고 말했다. 나도
확실히 그렇기를 바란다. 하지만 신학 이 이 문제에 관해 유익한
뭔가를 얘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당신의 근거는 도대체 무
엇인가 과학은 우리의 기원에 관해 다음과 같은 지식을 제공해
준다.
우리는 우주가 언제 시작되었으며 왜 우주가 대부분 수소로 이
루어져 있는지 대략안다. 우리는 왜 별이 만들어졌으며 별 내부에
서 무슨 일이 일어나서 수소가 다른 원소로 바뀌었고 그래서 물
리 세계에 화학이 탄생하게 되었는지를 안다. 우리는 화학 세계로
부터 어떻게 자기 증식하는 분자들의 생성을 통해 생명체가 생겨
나는지 그 근본 원리를 알고 있다. 우리는 인간을 포함해 모든 생
명체가 어떻게 자기 증식의 원리로터 다윈의 자연 선택을 거쳐
생겨나게 되었는지도 안다.
우리에게 이런 지식을 아주 자세하게 제공해 준 것은 과학이며
과학만이 그런 지식을 제공해 주었다. 이런 모든 물음에 대해 신
학은 결정적으로 거짓임이 드러난 견해를 피력해 왔다. 과학을 통
해 천연두를 박멸했으며 이전에는 치명적이었던 대개의 바이러스
들에 대해 면역력을 갖게 되었으며 이전에는 치명적이었던 대개
의 박테리아들을 죽일 수 있게 되었다.
신학은 죄의 대가로서의 역병疫病이란 얘기만 해왔다. 과학은 언
제 특정 혜성이 나타날지 예측할 수 있으며 나아가 언제 다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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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일어날지도 예측할 수 있다. 과학
덕택에 인간은 달에 발을 내디딜 수 있었고 화성이나 목성 주위
에 탐사 위성을 발사
시켰다. 과학은 우리에게 특정 화석의 연대를 알려 줄 수 있으며
토리노 수의(Turin shround)가 중세 때의 모조품임을 알려줄 수
있다. 과학을 통해 여러 바이러스의 정확한 DNA지도를 알게 되
었고 인디펜던트(Independent)독자들 생전에 인간 게놈에 대한
DNA지도도 알게 될 것이다.
'신학'이 누구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준 적
이 있었는가?
'신학'이 참이지만 하나마나 하지 않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
가? 나는 신학자들의 얘기를 들어왔고, 그들 책을 읽었으며 그들
과 논쟁을 해왔다. 나는 신학자들이 조금이라도 쓸모 있는 이야기
즉 분명하지만 하찮은 것이 아니거나 완전한 거짓이 아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만약 과학자들이 이룬 업적이 내일 싹 사라져버린다면 의사는
없고 마술사만 있을 테고 말(馬)보다 더 빠른 교통수단은 없을 것
이며 컴퓨터도 없을 것이고 인쇄된 책도 없을 것이고 자급자족농
이상의 농업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신학자들이 이룬 업적이내일
싹 사라져버린다면 조그만 차이라도 알아차릴 사람이 누가 있을
까. 과학자들이 이룬 나쁜 성과 폭탄이나 음파를 이용한 고래잡이
배 등도 작동을 한다. 신학자들이 이룬 성과는 아무런 역할도 하
지 않으며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으며 아무것도 달성할 수 없고
심지어 아무런 의미도 갖지 않는다. 당신은 무슨 근거에서 '신학'
이 하나의 학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최원배, 2007)
리차드 도킨스 박사가 인디펜던트 편집장에게 보낸 편지,
1993.3.20.

① 이 글의 요지를 작성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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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글의 목적을 작성해 보자.

③ 주장에 대한 가정을 찾아 기술해 보자.

④ 어려운 개념을 찾아 설명해 보자.

⑤ 이 글은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⑥ 추리를 통해 어떤 결론에 도달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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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필자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⑧ 이 글을 작성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연습문제 02.
제
✎ 일간지 신문의 사설 하나를 골라 10가지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해 보자.
① 분명함
이 글의 표현은 분명한가?

② 정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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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제공한 정보는 정확한가? 또 가정은 신뢰할 수 있는
가?

③ 명료성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세부사항이 제공되고 있는가?

④ 적절성
현안문제가 글의 목적과 적절하게 관련하고 있는가?
주장과 근거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가?

⑤ 중요성
글쓴이는 가장 중요한 것을 초점에 맞추어 작성하고 있는가?

⑥ 깊이
글쓴이는 현안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가?

⑦ 폭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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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관점 이외에 다른 관점이 있는가?

⑧ 논리성
주장[결론]이 가정이나 정보와 모순되지 않고 논리적으로 주장이
도출되고 있는가?
현안 문제의 해결점이 제시되고, 추리과정은 충분한가?

⑨ 공정성
중요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락하지는 않았는가?

⑩ 충분성
글의 목적에 맞게 추리하고 있는가? 또 모든 사항을 고려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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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차】

4주차

인문학과 창의적 사고

『학습 목표』
가. 인문학이 어떻게 창의성을 키우는지 이해할 수 있다.
나. 다양한 창의적인 사고의 방법을 숙지하여 창의적 아이디어를
산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학습 내용』
1. 창의적 사고와 자기 표현의 관계
자기 표현으로서 창의적 사고의 개념 및 특성, 원리를 이해한다.
2. 창의적 사고의 방법
브레인 스토밍, 마인드맵, 스캠퍼, 발문하기, PMI 등을 익히고 적용
한다.

1. 창의성을 키우는 인문학
인문학 공부가 창의성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는 종종 들려오고 있
지만, 그 원리에 대한 분석은 거의 없었다. 이를 네 가지 특징과 관련
해 생각해보면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비판적 사고
⚫상상력
⚫인간 중심의 관점
⚫인문학 콘텐츠의 이해와 활용
먼저 창의성은 ‘다르게 생각하기’와 관련이 있다. 기존의 것과 다른
것을 만드는 일이 창의적인 작업이므로, 다른 사람들이 가르쳐 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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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을 의심해보고 뒤집어보고 비판할 수 있어
야 창의적인 결과물이 나온다. 종종 어린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은
어른들보다 뛰어나 보인다. 어른들이 쉽게 생각하지 못한 지점을 잘
포착하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이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기 때
문이다. 고정관념과 독선은 창의성에 해가 되는데, 이를 타파하는 방법
은 기존의 지식을 비판하고 의심해 보는 것이다.
인문학, 특히 철학은 ‘비판적 사고’를 강조한다. 인문학에서는 수백,
수천 년 전의 고전을 배우기는 하지만, 그 가르침을 모두 따르라고 가
르치지 않는다. 인문학을 배우는 이유는 고전이 모두 옳기 때문이 아
니라, 그 안에 담긴 사상과 지혜를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기 위해서이다.
대학에서도 인문학 관련 학과에서는 서술형 답안을 쓰도록 하는데, 글
의 내용이 단지 텍스트 줄거리의 요약에 불과하다면 좋은 점수를 받
을 수 없다. 기존의 사상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비
판하고 평가해야만 한다.
별다른 이유 없이 어떤 입장을 믿는 것이야말로 인문학이 가장 싫어
하는 태도다. 인문학이 특히 비판적 사고를 강조하는 이유는 자연과학
과 달리 객관적 증거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사실 인문학이 강
조하는 비판적 사고는 창의력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진리를 찾기 위한 방법이었다. 그런데 인문학의 특성상 객관적 증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다양한 반례를 상상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비판해보
라고 가르친다.
어떤 입장에 얽매여 있지 말고 비판해보라고 하는 가르침은 다르게
생각하는 힘과 더불어 ‘자유로운 태도’를 증진시킨다. 자유에 대한 관
점은 인문학이 지닌 또 다른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인문학은 인간이
자유로울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과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다고 생각
한다. 반면, 자연과학은 자유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워한다.
자연과학은 법칙을 최대의 목표로 여기는데, 법칙은 예외가 없고 반드
시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자연과학을 비롯해 계산을 주로 하
는 학문들의 시험 문제는 답이 정해져 있고, 법칙과 진리도 거의 정립
되어 있다. 그러나 인문학 시험은 대개 답이 정해져 있지 않고, 법칙과
진리도 상대적으로 불투명하다.
인문학에서는 물질은 법칙적이지만, 정신은 그보다 자유롭다고 믿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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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면, 유물론이나 자연과학의 어떤 편협한 입장에서는 정신의 자유
와 자유 의지에 대해 회의적인 편이다.
그래서 인문학을 공부한 사람은 사고가 자유롭다. 자유로운 정신이란
예술가적 기질일 수도 있고,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은 비판적
사고를 가진 사람일 수도 있다. 철학에서뿐만 아니라 특히 문학과 예
술에서는 자유로운 사고가 매우 중요한 소양이다. 따라서 인문학적 소
양을 갖추면 어떤 사물과 주장을 보고 ‘왜 그렇게 해야만 하지? 다르
게 할 수도 있는데.’라는 생각을 습관적으로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인문학 공부는 상상력을 증진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상상은 지각을 통해 외부 사물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머릿속
에서 구상하는 것이다. 자연과학은 ‘경험’과 ‘관찰’을 하는 학문이지만,
인문학은 ‘사고’와 ‘상상’을 하는 학문이다. 자연과학에서는 실험 기구
를 가지고 실제로 실험을 하지만, 인문학은 어떠한 기구가 정해져 있
지 않다. 역사에서는 사료를 근거로 상상을 해서 당시의 정황을 추측
하고, 문학 역시 상상을 통해 작품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인문학은 연
필과 종이만 있으면 배울 수 있는 학문이라고 말한다. 머릿속이 곧 실
험실인 셈이다.
더불어 자연과학은 ‘바로 이 세계’만을 다룬다. 바로 이 세계란 우리
가 사는 세계, 밝혀진 과학 법칙이 적용되는 세계이다. 그러나 인문학
은 ‘가능 세계’를 다룬다. 여기서 말하는 가능 세계란 물리 법칙적으로
가능한 세계가 아니라, ‘상상이 가능한 세계’를 뜻한다. 예를 들어 물이
H2O가 아닌 세계일 수도 있고, 인간이 갑자기 파리로 변신하는 세계
일 수도 있다. 인문학은 상상이 가능한 모든 경우를 생각하기를 권유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쉽게 상상하지 못했던 것을 떠올리면 큰 업
적을 남길 수 있다.
자연과학과 공학이 숫자로 의미를 전달하고 경험적인 실험을 한다면,
인문학은 말과 글, 기호로써 의미를 전달한다. 숫자는 양적인 것일 뿐
의미나 개념을 가지진 않는다. 반면에 단어나 문장, 기호는 이미지와
개념을 떠올리게 한다. 책을 읽을 때 타인의 말과 그의 입장을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상이 필요하다. 물론 잘못된 상상은 커뮤니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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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의 오류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자신의 관점이 아닌 타인의 관점
에 대한 상상은 소통의 열쇠가 되기도 한다.
창의성은 ‘감성’ 또는 ‘직관’의 힘과도 많은 연관이 있다. 이성적인 사
고는 이유와 논리에 의해 차근차근 따져나가고, 올바른 답을 도출한다.
그래서 이성적인 사고에서는 ‘이유’와 ‘원인’을 인식하는 일이 매우 중
요하고 예측 못한 결과물은 도출되지 않는다. 그러나 창의적인 사고는
대개 무의식으로부터 갑자기 새로운 것이 떠오르는 양상이고, 감성과
직관이 큰 역할을 한다.
좋은 창의성을 발휘하는 감성적∙직관적 사고를 계발하기 위해서는 예
술과 문화를 다루는 인문학을 공부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 인문
학은 계산을 위주로 하는 양적인 학문이 아니라 대체로 ‘질적인 학문’
이다. 그래서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마음속의 어떤 느낌(질)의 개념
이 존재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기호학에서 ‘붉은 색’의 질을 가지는
기호는 ‘열정’, ‘피’, ‘혁명’의 의미를 담는다. 인문학의 꽤 많은 분야는
인간의 감성과 직관으로만 감지할 수 있는 개념을 소통의 도구로 여
긴다. 그래서 문화 분야에서 창의성을 높이고 싶다면, 기호학이나 미학
을 공부해도 좋다.

2. 창의적 사고의 개념
창의적 사고란 어느 하나의 개념으로 규정할 수 없는 사고 유형이다.
어떤 산출물을 만들어냈느냐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문제를 해결했느
냐 그리고 개인의 어떤 내적 경험을 바탕으로 결과를 야기했느냐에
따라서 정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얼마나 새롭고 독창적인 산출물인지,
얼마나 곤란한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지,
무엇을∙어떻게 경험했는지
등이 창의적 사고를 정의하는 다양한 준거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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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 사고를 어느 하나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규정하기는 매우 어렵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의적 사고는 새롭고 알려지지 않은 것을 낳
는 능력이자 한 개인의 내∙외적 경험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관여
한다는 것을 공통으로 한다. 요컨대 한 개인이 경험한 사실들이 새롭
고 문제해결을 가능케 하고 당면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아
이디어를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창의적 사고이다.
따라서 창의적 사고는 번득이고 예리한 통찰을 바탕으로 새롭고 유
용한 아이디어를 산출하면서 문제해결을 가능케 하는 고도의 정신 기
능으로 정의해 볼 수 있다.

3. 창의적 사고 과정의 모형
창의적 사고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그림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다양한 개념 정의에도 불구하고 창의적 사고가 문제 상황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해결안을 검출해 내기 위해 여러 자료를 수집하고 해석해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일치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산출된
해결안을 바탕으로 현실에 어떻게 적용하면서 발전시켜 나아갈 것인
가를 고려할 때 창의적 사고의 본령에 이를 수 있다.

[ 창의적 사고 과정의 모형 ]
결국 창의적 사고란 비현실적이고 괴상한 어떤 생각의 유형이 아니
라 문제적 상황에 대처하며 해결해 나아가는 현실적 사고 능력인 셈
이다. 브레인스토밍, 마인드맵, 스캠퍼 등을 위시로 한 창의적 사고의
다양한 방법들이 이러한 문제 해결에 주력하는 사고의 기법들이다.

4. 창의적 사고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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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라
창의적 사고는 우선 새로운 사물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것에
서 비롯된다. 특히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현상에 대한 흥미와 관
심이 바로 창의적 사고의 시작점이다. 에디슨이나 파브르, 스팀 청소기
와 음식물 건조기를 발명해낸 대한민국의 주부 CEO들과 같은 창의적
인 사람들은 대부분 사물에 대한 관찰력과 탐구심이 매우 큰 편이고
호기심 역시 왕성해서 인류에게 유용한 업적물을 창조했다.

[ 출처: 「미디어 다음 세계엔」, 2007년 3월 5일 ]
창의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생산물들을 많이 읽어 보
고 그 의미를 해독해 내는 데에 주안을 둘 필요가 있다. 특히 호기심
을 가진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도록 하자. 앞의 그림처럼 간과하고 지
나칠 수 있는 사물을 유심히 살펴봄으로써 창의적인 사고는 시작된다.
그림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을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려진 것일까? 침대 위에 누워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빨간 장갑의 손은
과연 무엇일까? 수많은 저 사람들은 누구일까? 그들은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와 같은 여러 질문을 제기하면서 호기심이 발
동되었다면 창의적인 사고는 이미 한걸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2) 관계를 파악하라
호기심은 사물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행위로 이어진다. 이 때 관계없
어 보이는 사물들이 결부되어지면서 관계 파악이 이루어진다. 이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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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들이 무엇인지 이들의 관계는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보자. 침대, 수액, 누워 있는 사람(노인), 빨간 손장갑, 깃발,
깃발을 든 사람, 절벽, 군중들이 그림을 구성하는 요소들이다. 그렇다
면 이들은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연결되고 있는가. 이것이 이 단계에
서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사안이다.
(3) 관계를 변경하라
사물 간의 관계 파악이 이루어지면서 인식하고 있던 관계들이 변경
되기 시작한다. 이 경우 관점이 변경됨과 동시에 관계 국면들의 가능
성들이 여러 방면으로 펼쳐지면서 확보된다. 이러한 진행 과정 속에서
사고의 전개가 이루어지고 사고는 사고를 낳으면서 새로운 착상의 지
점에 도달하기에 이른다.
애초에 전혀 상관없는 각 요소들이 한데 어우러져 통합적인 의미를
형성한다. 요컨대 서로 관계없는 각각의 요소들이 하나의 의미를 구현
하기 위해 통합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의미는 무엇일까. 어떤 의미
를 구현하기 위해 각 요소들이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일까.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노인)과 의자에 달려 있는 빨간 장갑의 관계는
무엇일까. 깃발을 들고 있는 사람과 그를 뒤따르는 사람들의 관계는
무엇일까. 깃발 든 사람은 리더인가.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 리더의 추
종자들인가. 이들의 관계는 무엇일까. 이러한 사고의 과정을 통해 서로
관련 없어 보이던 대상들 간의 관계들이 파악되고 변경되기에 이른다.
(4) 착상하라
변경된 관계들을 통해 여러 가지 사고의 조합이 이루어지면 착상의
힘이 생긴다. 분산 되고 파편화된 사고들이 하나의 의미를 실현하는 구
현체로 형성되면서 창의적 사고가 발생한다. 서로 다른 형태의 아이디어
들이 창의적인 의미를 창출함으로써 창의적 사고는 이루어진다.
왜 기계가 노인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일까. 기계 손을 빨간색으로 강
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깃발을 들고 있는 사람은 왜 누워 있을까. 왜
사람들은 그 사람의 등을 밟고 가는가. 이제 사고는 사물 간의 관계가

46

[붙임 4]

파악되었으면 착상의 단계로 옮겨 가야 한다. 이 사람 주위에는 아무
도 없어 기계 손이 사람 손을 대체한 것일까. 그렇다면 그는 ‘소외’ 되
고 있는 것일까. 이 그림은 그 의미를 드러내려 한 것일까. 리더는 고
난과 시련이 닥치면 추종자들에게 절벽과 절벽을 잇는 다리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 리더는 희생양인가. 이 그림은 그 의미를 드러내려 한 것
일까.
‘소외’ 문제, ‘리더’의 조건. 이러한 의미를 전달하려 했던 것이 그림의
의도였을까. 이와 같은 사고의 착상을 통해 이제 창의적 사고가 구현
된다. 창의적 사고는 관계 변경을 통한 관계 가능성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고해 나갈 때 사고 내부의 여러 측면에서 새로운 상념을
전개시킬 수 있게 한다.
마지막으로 이 그림의 제목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며 제목 붙이기
를 해보자.
한편 관계들의 변경에서 착상에 이를 때 모든 사물들은 ‘낯설게하기’
가 된다. ‘낯설게하기’란 창의적 사고를 이루어내는 중요한 사고 원리
로써 기존의 익숙한 관념에서 탈피하여 낯익은 것들의 새로운 측면을
이끌어 내는 것을 뜻한다. 모든 문학 예술을 포함하여 창의적인 산출
물들은 이 ‘낯설게하기’를 통해 만들어진다. 그리고 낯설게하기화 되는
과정에서 은유적 사고가 작동한다는 것을 주지해 볼 필요가 있다.
은유란 A와 B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성립하는 수사적 장치이자 사고
의 기법인데 이것이 바탕이 된 다양한 대상들을 살펴보고 활동하면
창의적인 사고를 형성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가령 시는 은유의
보고이므로 많은 시를 읽어 내거나 창작해 보는 기회를 가진다면 창
의성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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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적 사고의 특성 ]

5. 창의적 사고의 방법
창의성이란 사물이 가지고 있는 기본 성질과 사물이 이루어진 기본
원리를 알고 이용해 다른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원리를 바탕으로 한
다. 그리고 이러한 창의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창재(創才)라 하는데 창
의성은 우연히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일상의 생활 속에서 의식적으로
생각의 연습을 통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물론 때로는 꿈속에서, 때로는 화장실에서 풀리지 않던 문제가 불현
듯 떠올라 한 가닥의 실마리를 포착하는 경우도 더러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갑작스러운 깨달음의 기회를 얻는 것 역시 해결되지 않는 문
제에 대해 얼마만큼 고민을 하고 심사숙고 했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
라진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 때 생각과 경
험에 제한을 두지 말고 자유롭게 생각을 되풀이하며 생각의 자발적
기회를 가지도록 해야 한다. 그 생각이 때로는 괴상하고 비상적일지라
도 아울러 문제를 확장시켜 나가면서 문제를 하위화 시켜 나갈 필요
가 있다.

(1)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
브레인스토밍이란 ‘두뇌 폭풍’을 의미한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에서 폭풍이 몰아치듯 생각을 많이 내놓게
하는 방법이다. 기업의 물품을 개발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여러 아이디어를 회의하는 과정에서 유래한 집단 발상법으로 한 주제
에 대하여 생각의 끊김없이 연상되어 가는 것을 모두 사고하여 나가
는 방법이다.
브레인스토밍의 절차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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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단독, 혹은 6~12명의 구성원으로 한다.
② 논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자유발상을 한다.
예: 대머리에게 샴푸를 파는 방법
③ 대략 10분 정도의 시간을 준다.
④ 지도 그리기 형태로 한다.
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낱말에 동그라미하고, 활용할 것을 미
리 표식한다.
브레인스토밍은 집단 발상법이자 양을 통해 질을 확보하는 방법이니
만큼 여러 구성원들이 한데 모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논의할
주제는 하나로 초점을 맞추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논제를 중심으로 아
이디어를 내놓도록 하자. 게다가 정해진 논제의 실물이 제시되면 더욱
좋다. 가령 어떤 제품에 대한 포장 문제가 사안으로 떠올랐을 경우 실
제품과 포장 재료를 공개하여 보고 만지는 과정을 경험해 보도록 하
자.
그리고 나서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는 데에 시간을 엄격히 배정하여
아이디어를 속출시킨 후 분산되어 있는 아이디어를 분류화하면 된다.
이 때 아이디어들은 유사한 속성을 갖고 있는 것끼리 분류해 나가면
서 일관성 있는 기준을 가지고 지도 그리기를 하도록 하자.
요컨대 글제나 대상이 주어지면 자유로운 연상을 통한 발상을 하되
한 가지의 맥락이 유사한 것들을 중심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어느 정도의 공통적인 맥락과 속성을 지닌 일련의 연상들이 이루어져
야 지도 그리기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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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인스토밍의 사례]
가령 위의 사례를 살펴보면 주제는 ‘사랑’이다. ‘사랑’을 연상하면 떠
오르는 낱말들이 지도 그리기 되어 있는데 애초에 연상의 과정 속에
서 낱말들은 분류화 되지 않고 산만하게 분산되어 있었다.

엄마, 연인, 도시락, 초콜릿, 아빠, 퇴근, 간식거리, 소풍, 따뜻함,
자상함, 슬픈 노래, 로미오, 줄리엣, 셰익스피어……
이처럼 분산되어 있는 단어들을 유사한 것끼리 분류해 나가면서 위
와 같은 지도 그리기가 가능해진다. ‘사랑’이라는 주제 하에 아빠, 엄
마, 연인, 로미오라는 주가지가 설정되고 이에 따른 하위가지들의 연상
이 계속 이어진 것이다.
브레인스토밍은 산만하고 분산된 생각들을 한데 모아 분류하고 구조
화하여 사고의 질서를 체계화하는 방법이므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기에 유용하다.

(2) 마인드맵 (mind map)
마인드맵이란 글을 쓰기에 앞서서 ‘마음속에 지도를 그리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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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드맵은 방사 사고 혹은 복사 사고라 한다. 마인드맵은 브레인스토
밍과 달리 시각적 기호, 도상, 그림 등을 이용하여 연상 사고를 하는
방법이다. 마인드맵의 순서 및 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주제와 관련한 단어를 나열한다.
② 비슷한 유형의 단어들을 한데 묶어 분류한다.
③ 대표성 있는 주제어를 정한다.
④ 주가지와 부가지를 하위화한다.
⑤ 단어를 대신할 이미지를 넣는다.

[ 학생들이 작성한 마인드맵 ]

(3) 스캠퍼(SCAMPER)
스캠퍼는 체크리스트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어느 외국의 기업에서 제
품이 갖고 있는 기존의 속성이나 모습을 변화시켜 개선을 하기 위해
고안한 방법으로 특히 브레인스토밍을 보완하여 만들어진 사고 기법
이다. 브레인스토밍이 사고의 제약 없이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도출해
내는데 비해 스캠퍼는 사고의 영역을 일정하게 제시하면서 다소 구체
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 기법의 이름은 대치하기(Substitution), 결합하기(Combine), 적용하
기(Adapt), 수정하기(Modify), 확대하기(Magnify), 축소하기(Minify), 다르
게 활용하기(Put to other uses), 제거하기(Eliminate), 거꾸로 하기
(Reverse), 재정리하기(Rearrange)의 첫머리 글자를 따서 만들어졌다.
스캠퍼(SCAMPER)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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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선할 제품이나 문제를 확인하기
② 문제에 SCAMPER 질문을 적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어내기
③ 최상의 아이디어를 결정하기

위와 같이 문제점을 확인하고 검토한 후 항목별로 구체적인 핵심 질
문 7개를 중심으로 리스트를 작성해 나가는 것이 스캠퍼이다. 그동안
스캠퍼는 많은 유용한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사람들에게 유용할 만한
물건들을 만들었다.
① 대치하기
대치하기란 기존의 사물, 용도, 방법 등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방안을
생각하는 방법이다. 이 때 ‘A 대신 B를 쓰면 어떨까?’ 혹은 ‘개선을 하
기 위해 무엇을 대체할 수 있는가?’와 같은 질문을 제시한다.
•

잘 깨지는 유리컵 → 종이컵/플라스틱컵, 휘발유 사용 차 →
LPG 사용 차

• 헤드폰 → 이어폰, 전기 에너지 → 태양 에너지, 스케이트 → 롤
러 브레이드
⚫‘대치하기’로 이루어진 것이나 만들 수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

② 결합하기
결합하기란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것들을 결합, 혼합해서 새로운
것을 생각하는 방법이다. 이 때 ‘A와 B를 결합하면 어떨까?’ 혹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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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과 무엇을 과연 엮을 수 있을까’와 같은 질문을 제시한다.
야채+빵+고기 → 햄버거, 껌+아이스크림 → 알껌바,
시계+라디오 → 시계 겸용 라디오, 지우개+연필 → 지우개 연필
⚫‘결합하기’로 이루어진 것이나 만들 수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

③ 적용하기
적용하기는 어떤 형태나 원리, 방법을 다른 분야의 조건이나 목적에
맞도록 적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방법이다. 이 때 ‘A를 B에만 쓰
는 것이 아니라 C에 쓰면 어떨까?’ 혹은 ‘무엇을 바꾸거나 교환할 것
인가?’와 같은 질문을 제시한다.
장미가시 덩굴을 적용한 철조망, 산에 적용한 산악용 자전거, 겨
울철에 적용한 스노우체인, 바퀴 달린 신발, 산우엉 가시를 적용
한 매직테이프
⚫‘적용하기’로 이루어진 것이나 만들 수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

④ 수정하기, 확대하기, 축소하기
수정하기는 기존의 상품이나 아이디어에 색, 모양, 의미 등을 조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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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서 변화를 주는 방법이고 확대하기는 크거나 넓게, 무겁게 그리고
축소하기는 작거나 가볍게, 늦게, 가늘게 축소해서 새로운 것을 생산하
거나 변화시키는 방법이다. 이 때 ‘A안의 a를 변화시키면 어떨까?’ 혹
은 ‘지금과 다른 방식으로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확대하거나 축
소하면 어떨까?’와 같은 질문을 제시한다.
형태를 변경한 납작한 전구, 향기나는 크레용, 향기나는 볼펜
⇒ 수정하기
대형 TV, 빅버거, 대형 찐빵 ⇒ 확대하기
초소형 카메라, 초소형 휴대폰, 접는 우산, 접는 지휘봉 ⇒ 축
소하기
⚫‘수정∙확대∙축소하기’로 이루어진 것이나 만들 수 있는 것에는 무엇
이 있을까?

⑤ 다르게 활용하기
다르게 활용하기는 어떤 사물이나 아이디어를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
는 것이다. 이 때 ‘A를 B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 혹은 ‘기존 제품으로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은 무
엇일까?’와 같은 지문을 제시한다.
폐기된 기차와 배, 비행기를 활용한 카페나 레스토랑, 폐교를 활
용한 전시회장이나 개인 서재, 종이를 이용한 사물함, 살균 램프
⚫‘다르게 활용하기’로 이루어진 것이나 만들 수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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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거하기
제거하기는 사물의 어떤 부분을 삭제해서 새로운 것이나 더 발전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방법이다. 이 때 ‘A를 구성하는 a, b, c 중 무엇인
가를 빼면 어떨까?’와 같은 지문을 제시한다.
카페인을 제거한 커피, 무선 전화기, 오픈 카, 터치스크린, 손잡이
없는 문, 무가당 과일 주스, 추를 없앤 시계, 세 칸까지 회전문
⚫‘제거하기’로 이루어진 것이나 만들 수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

⑦ 거꾸로 하기, 재정리하기
거꾸로 하기는 앞과 뒤, 왼쪽과 오른쪽, 안과 밖, 위와 아래, 원인과
결과 등 형태, 순서, 방법, 아이디어를 거꾸로 뒤집어서 새로운 것을
떠올리는 방법이고, 재정리하기는 형식, 순서, 구성을 바꾸어서 새로운
상품이나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이다. 이 때 ‘순서를 바꾸
거나 뒤집어 볼 것은 있는가?’ 혹은 ‘AB를 BA로 바꾸어 보면 어떨까?’
와 같은 질문을 제시한다.
여름에 겨울 상품 세일하기, 고객이 상품을 디자인하기 양면 옷
⇒ 거꾸로 하기
7시에 출근해서 4시에 퇴근하기, 재택근무하기, 다섯 발가락 양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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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리하기
⚫‘거꾸로 하기 혹은 재정리하기’로 이루어진 것이나 만들 수 있는 것
에는 무엇이 있을까?

(4) PMI
PMI는 플러스 마이너스 사고 방법이다 어떤 문제에 대하여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생각해 본 후 이익이 되는 점을 찾아내는 방법이
다.
⚫PMI의 순서 및 요령
Plus(좋은 점)되는 부분을 먼저 생각하고 다음에 Minus(나쁜 점)
되는 부분을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Interesting(흥미 혹은 이익이
되는 점)되는 점을 생각한다. 이러한 플러스식 사고법은 자신감
과 희망을 주는 데에 비해 마이너스식 사고법은 주변의 것들에
대해 고마움과 신중함을 길러 준다. (정기철,2001)
⚫플러스식 사고법
내가 부자가 된다면…
내가 유명한 스타가 된다면…
멋진 집을 갖는다면…
⚫마이너스식 사고법
내일 전쟁이 일어나 모두 죽는다면…
내가 불치의 병에 걸린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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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갑자기 소인이 된다면…
과 같이 사고하며 말하기나 글쓰기를 진행하면 된다. 그리고 나서 대
상에 대한 좋은 점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나서 문제가 일어난 원인 그
리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면 된다.
다음과 같은 그림 형태로 좋은 점, 문제점, 원인, 해결방안을 도표화하
여 아이디어를 창출해 보자.

[ PMI의 사례 ]
위의 사례를 가지고 PMI를 생각해 보자. 요즘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하고 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게임은 인터넷에서 주로 행해지는 온
라인 게임을 의미한다. 게임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데에도 불구하
고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게임의 폐
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PMI에 근거한 사고의 과정이 필요하다.
우선 게임의 좋은 점을 이야기해 보도록 한다. 재미있다, 신이 난다,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스트레스 해소가 된다 등등의 사고가 연상될 것
이다. 좋은 점이 열거 되었으면 이어서 문제점을 지적해 본다. 게임은
중독화된다, 다른 일을 할 수 없게 만든다, 과도한 시간에 치중한 결과
병을 얻는다, 돈을 낭비한다 등등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왜 게임을 하는 것일까? 게임에 중독되는 원인은 무엇일까?
이 부분이 PMI 사고 과정에서 중요하다. 아마도 중독될 만큼 게임을
재미있게 만들었을 것이다. 문제는 지나치게 상업성이 추구된 나머지
게임의 윤리나 도덕성이 배제되었을 것이다. 게다가 게임에 몰두하는
게이머의 상태도 문제가 될 것이다. 현실 조절 능력을 상실한 게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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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문제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게임 중독 때문에 일상생활은 물론 삶을 온전하게 유지할 수 없는 사
람들이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이다. 계속 방치하면 더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 문
제를 PMI를 바탕으로 정리해 보자.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개요작성이
가능해진다.
<개

요>

서론 : 현실 감각을 상쇄하는 게임의 문제
본론 :
1. 게임의 좋은 점
2. 게임의 문제점
3. 게임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
4. 게임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결론 :

이상과 같이 PMI는 기본적인 개요 작성을 하는 데에 용이하다. 아울
러 논술글을 쓰기 위한 논리적 사고를 이루어가는 데에 이 방법을 수
월하게 활용될 수 있다.

(5) 발문 만들기
질문 생성을 하는 사고 방법이다. 질문은 모르는 것이나 의심나는 것
에 대해 물어 답을 구한 것인 데 비해, 발문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 되물으며 답을 구하는 방법이다. 두 가지 모두 물음의 형식을 빌
려 답을 구해나간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학습의 대상(텍스트)을
미리 설정해 놓은 상황에서 물음과 대답을 진행해 나가는 것은 발문
에 가까우니만큼 이 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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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문을 잘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질문을 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
다. 질문하기는 흔한 주변의 일상사들에 대한 통찰과 호기심을 갖는
데에서 시작된다. 그러므로 쉽게 간과해 버리기 쉬운 사소한 것들에
대해 의심을 갖고 질문을 해보기 시작하자. ‘저건 무엇이지?’, ‘왜 저렇
게 생겼지?’, ‘왜 저렇게 움직이지?’ 등등 이러한 질문을 연속적으로 하
다 보면 점차로 사고의 확대와 시각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
고 이러한 질문하기의 과정 속에서 발문하기는 가능해진다.
발문을 하기 위한 대상(텍스트)은 독서물이든 영상물이든 혹은 주변
의 사소한 어떤 것이든 간에 그 범위는 매우 다양하다. 소설이든 영화
이든 무엇이든 간에 구체적인 질문의 대상(텍스트)을 상정해 놓고 의
미를 탐색해 하면서 발문하는 습성을 길러보자. 그러한 과정 속에서
사고가 확대되고 창의력이 증대될 수 있다.
발문하기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유도하면 좋다. 우선, 대상과 관련
한 내용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사고를 확대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한
다. 이해를 위한 질문 그 자체로만 끝나버리면 사고의 확장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사고의 확대라는 것은 이해의 차원에서 창조의 차원으
로 사고가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상(텍스트)에 대한 이해
를 넘어서는 창의적 사고의 행위가 이루어질 때 사고는 확대될 수 있
다.
그러나 이에 머무르지 않고 발문하기가 ‘나’를 변화시키는 형태로 나
아갈 때 진정한 발문하기의 본령에 도달할 수 있다. 발문의 본질과 목
적은 질문과 대답의 과정을 통해 ‘나’를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데에 있
기 때문이다.
가령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 영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가지고 발문을 할 경우 먼저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하는 질문부터 시작
해야 한다. 그런데 이 질문의 과정에서 필요한 사고는 바로 논리적∙비
판적 사고이다. 텍스트에 대한 분석과 이해를 중심으로 한 비판적 사
고가 ‘센은 누구인가? 치히로는 누구인가? 센과 치히로는 같은 사람인
가, 다른 사람인가? 왜 이름이 두 개인가? 누가 주인공인가?‘ 등등의
질문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
되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이 영화의 스토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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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작-중간-끝 형태의 구조에 맞추어 간략하게 스토리를 요약할 때
가능하면 각 단계별로 한 문장 위주의 스토리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이 때 문장은 가급적이면 ‘주어+목적어+서술어’ 형태의 기본 구조를 갖
추도록 한다.
스토리를 살펴보다 보면 앞뒤 진행된 과정의 이
유들이 밝혀진다. 알아보니 동일 인물이었다. 그렇
다면 ‘왜 이름이 두 개인 건가?’,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센이 된 치히로는 왜 이름을 찾
으려 한 것일까?’, 그렇다면 ‘이름을 찾는 것이 의
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을 탐색해
나가다 보면 영화에 대한 이해는 물론 영화가 전
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밝혀진다. 그리고 이 질문
들은 현실의 삶을 살고 있는 ‘나’에게로 환원된다.
실제 ‘나의 이름은 무엇인가?’, ‘나에게 있어서 이름은 어떤 의미를 띠
고 있는가?’, ‘나는 잘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
는 것인가?’ 등등에 대한 자기 탐색의 질문들. 결국 발문하기는 대상
(텍스트)을 중심으로 질문자와 응답자 간에 자신을 이해하고 변화시키
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자신을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이것이 발
문하기가 도달하고자 하는 본령이다.

연습 문제

1. 다음 그림을 보고 스토리를 작성해 보자. 그리고 제목을 붙여 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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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괄호 안에 앞 말과 뒷 말을 연결해 주는 연상 단어(유사성)
를 작성해 보자.
① 호떡은 (

) 아이스크림이다.

② 인생은 앞으로 나아가는 (
③ 군고구마는 (

)이다.
) 케이크이다.

3. ‘나의 인생의 로드맵’을 마인드맵을 활용하여 작성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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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차】

5주차

자기 표현의 방식

『학습 목표』
가. 설명적 글쓰기를 통해 대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한다.
나. 논증적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전달한다.

『학습 내용』
1. 자기 표현과 정보 전달
설명적 글쓰기의 특성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정보 전달을 할 수 글
쓰기 기법을 익힌다.
2. 자기 표현과 주장하기
논증적 글쓰기의 특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글쓰기 기법을 익힌다.

1. 설명적 글쓰기
설명적 글쓰기는 독자가 모르거나 자세히 알지 못하는 대상에 대해
서 상세하게 밝히는 행위이다. 어떤 대상을 상세하게 밝히려는 의도가
필요한 것은 대상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나 신념, 국가적 관습, 그리
고 시대적인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설명의 대상은 무엇이든 가능하다. 자신의 소중한 체험, 또는 새로운
이론이나 신념 등을 소개하거나, 어떤 현상이나 사실에 독특한 의미를
재해석하거나, 특정한 현상이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서술하거나 묘사
할 경우에도 설명적 글쓰기가 원용된다. 사물이나 사건, 상태, 행위, 심
리 등 모든 것들이 설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설명적 글쓰기는 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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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글쓰기에도 필요한 기본적이며 포괄적인 글쓰기에 해당한다. 설명적
글쓰기의 특성과 기법을 공부해 보자.
가. 설명적 글쓰기가 가져야 할 특성
(1) 명료성
명료성은 글에 담긴 생각이나 느낌이 그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정확
하게 전달 될 가능성을 뜻한다. 명료성은 글에 담긴 글쓴이의 생각이
나 느낌이 그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가능성을 뜻한
다. 명료성은 글의 주제를 구현화 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대체로
일반어나 추상어를 많이 사용할 경우 명료성이 떨어진다. 또 비유를
많이 사용한 글도 명료성이 떨어진다.
또한 같은 뜻을 다른 단어로 자주 바꾸어가며 표현할 경우에도 명료
성은 떨어 질 수밖에 없다. 구조적으로 완결되지 못한 글도 명료성을
보장 받기 어렵다. 반면에 특수어나 구체어를 주로 사용하였거나 일반
어와 추상어와 함께 특수어나 구체어가 보완관계를 유지할 때에는 명
료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 통일성, 일관성, 경제성을 갖춘 글은 명
료하다고 볼 수 있다. 명료성은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고자 하는 개
론서나 철학적이거나 관념적인 글을 쉽게 전달하고자 할 때 감안해야
할 특성이다.
(2) 구체성
설명적인 글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대상을 정확하게 전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내용의 정확성은 사용하는 어휘나 표현의 구체성
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으며, 제시하는 자료의 정확성에도 의존한다.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내용일 경우에는 그것을 묘사나 서사 또는 비
유를 위주로 한 주관적 설명 방법을 구사할 수 있다. 내용의 구체성은
자료의 풍부한 제시나 자료의 정확한 설명을 통해서도 확보할 수 있
다. 사고, 사건에 관한 진술서, 민속, 문화학적인 글 등이 갖추어야할
특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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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객관성
설명적인 글은 대상을 상대방에게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글이다. 따라
서 개인적인 감정이나 편견이 개입되어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정서적 함몰이나 편향을 차단함으로써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
의 전달이 가능한 것이다. 객관성은 신문 기사나 시사 토론문, 실험이
나 실기를 바탕으로 한 자연과학 논문에서 갖추어야 할 특성이다.

나. 설명의 기법
설명이란 지식이나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표현방법이다. 사
물의 본질을 규명하거나 그 실재성을 드러내 밝히는 형식으로 시비
혹은 진위 판단의 근거를 마련해 주기도 한다. 보통은 단어의 의미 용
어의 정의 과학적 원리 사건의 경위 사회적 혹은 경제적 현상의 원인
과 결과에 대한 설명 등을 말하지만 넓게는 사물이나 경치 혹은 인물
에 대한 묘사 자기 자신의 견해나 입장에 대한 해명까지를 모두 포함
하기도 한다. 설명의 방법에는 정의 또는 일반적인 서술 비교나 대조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구체적인 실례를 제시하여 이해를 돕기도 하며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쓰기 능력을 필요로 한다.
(1) 지정
우리말 문법에서 ‘이다’와 ‘아니다’를 지정사(指定詞)라고 하고, “A는
B이다.” 혹은 “A는 B가 아니다.”와 같이 이 지정사를 통해 주어 A가
술어 B라는 특성을 가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지정하는 것을 ‘지정하
기’라고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크라테스, 플라톤과 함께 고대 그리스의 철학이
현재의 서양 철학의 근본을 이루는 데에 이바지한 철학자로서, 논리
학(기초 학문), 자연 과학과 형이상학(이론 학문), 윤리학과 정치학
(실천 학문) 등으로 이루어지는 서양 학문의 체계를 처음으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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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자였다.
(2) 정의
논의의 대상을 보편적인 것으로 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주제나 용어
또는 기호의 의미를 확실하게 규정한 문자나 식을 말한다. 정의에는
공식적 정의와 확장적 정의가 있다.
①공식적 정의
정의되는 항[피정의항]과 정의하는 항[정의항]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정의 받는 부분을 피정의항이라 하고 정의하는 부분을 정의항이라고
한다. 정의를 만들 때는 먼저 피정의항을 포함하는 보다 큰 범위인 유
개념(類槪念)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두 번째로 유개념 안에서 피정의
항만이 갖는 특징을 찾아내어 밝힌다. 이때 피정의항이 갖는 특징을
종차라고 한다.
피정의항

정의항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종개념

종차

유개념

② 확장적 정의
본질적 정의에서처럼 종차와 최근류 개념으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정의항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경우 혹은 본질적 정의보다
더 구체적인 정의의 내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정의항을 좀 더 폭
넓게 설명하는 ‘확장적 정의’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문명’이란 civilization의 번역어이며, 그 어원은 라틴어 cvilizatio(도
시화)이다. civis는 ‘시민’이라는 뜻이며, civlis는 ‘시민의’라는 형용
사이고, civilizatio는 그와 같은 도시민의 신분을 지니는 일 또는 도
시민 신분을 가진 상태를 뜻한다. 따라서 국가의 성립, 계급의 분화,
문자의 발명을 수반한 ‘도시 혁명’ 이후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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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라고 할 수 있다.
학술적 글에서는 학문 분야의 전문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는데, 이 용
어들 중에는 한자어 용어이거나 여러 서양어들을 번역한 용어가 많다.
위의 인용문에서도 나타나듯이 이러한 용어들의 의미를 확장적 정의
의 방법을 써서 정의할 경우 그 어원을 분석해보는 것이 유용할 때가
많다.

(3) 예시
예시는 어떤 개념이나 원리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다. 어떤 개념을 예시의 방법을 통해 설명하려면 그 개념의 외연(外延)
을 하나 이상 거론하면 되는데, 이것은 일반적이거나 추상적인 개념의
의미를 설명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 똑같은 맥락에서, 어떤 원리나 법
칙을 예시의 방법으로 설명하려면 그 원리나 법칙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을 하나 이상 거론하면 된다.
‘지대(地代)’란 ‘다른 사람의 토지를 빌린 사람이 그것을 빌려준 사
람에게 지불하는 물품이나 돈’을 뜻한다. … 농업중심 사회에서 토지
가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력을 쓰지 않고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공급이 제한되거나 비
탄력적이어서 그 소유자가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졌을 때의 이익보
다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있을 수 있다. 그렇
다면 그것은 전근대 사회에 있어서의 토지와 같고, 그 때문에 얻는
이익은 지대와 같다. 실제로 오늘날에는 이와 같은 지대에 해당하는
것이 많다. 정부의 보조금, 세제상의 우대 조치, 진입 규제 등과 같
은 정부 정책에 따른 부가적인 이익이 그것이다. 이 때문에 경제학
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경제적 지대’라고 한다. 예를 들어 법학전문
대학원이나 의학전문대학원의 학생 정원을 제한하는 것은 일종의
진입 규제라고 할 수 있다. 정원이 제한된다는 것은 결국 변호사 자
격증이나 의사 면허증을 가지는 사람의 수를 제한하는 것이고, 새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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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변호사나 의사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벽과 같은 기
능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변호사나 의사의 수가 제한되면, 즉
법률 서비스와 의료 서비스의 공급이 제한되면, 그 수요에 대비하여
가치의 상승이 예상된다. 이때 변호사나 의사는 충분한 공급이 이루
어졌을 경우에 예상되는 수입보다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데,
이 더 많은 수입이 바로 ‘지대’와 같은 의미를 갖는 ‘경제적 지대’인
것이다.
(4) 비교하기와 대조하기
둘 이상의 대상에서 서로 비슷한 점을 드러내어 설명하는 것을 ‘비교’
라고 하고, 서로 다른 점을 드러내어 설명하는 것을 ‘대조’라고 한다.
① 비교하기
인간과 동물 사이의 차이를 메울 수 있는 일련의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다. 고든 갤럽(G.Gallup)은 유인원이 거울 속의 자신을 인지한다
는 사실을 증명했다. 다른 동물들에게는 이런 형태의 자기 인식이
결여되어 있어, 거울 속에 비친 대상을 그저 누군가 다른 개체라고
치부해 버린다. 볼프강 쾰러(W. Köhler)는 독창적인 지능 실험을
통해 침팬지가 원인과 결과를 어느 순간 갑자기 이해함으로써 새로
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제인 구달(J.
Goodall)은 야생 침팬지가 자기 스스로 만든 도구를 사용하는 모습
을 관찰했다. 야생 침팬지는 수렵을 해서 고기를 섭취하고, ‘전쟁’을
일으켜 자신들의 세력 범위를 확장시키며 서로를 잡아먹기도 하였
다.
② 대조하기
영어권에서 ‘대중문화’는 때로는 ‘매스 컬처(mass culture)’로, 때로는
‘파퓰러컬처(popular culture)’로 표기된다. 그런데 ‘대중’에 해당하는
개념을 매스로 파악하느냐 아니면 파퓰러로 파악하느냐에 따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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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화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매스’는 근대화·산업화와 더불어
도시로 이주한 노동자계층의 사람들을 지칭하는데, 본래 분별력이
없고 몰개성적인 ‘사람들의 무리(crowd)’를 의미하는 말이다. 이에
반해 ‘파퓰러’는 근대화 이전 봉건사회의 예속농민과 같이 신분은
낮지만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를 만들고 즐기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따라서 매스 컬처는 가치 부정적인 뉘앙스를 띠는 말이지만, 파퓰러
컬처는 가치중립적이거나 가치 긍정적인 뉘앙스를 띠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비교나 대조의 방법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
• 비교 대상들은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동일한 속성
이 전제되어야 한다.
• 비교의 기준은 필자의 의도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 유사점과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비교 대상 중 한 가
지는 잘 알려진 것이 좋다.

(5) 구분하기와 분류하기
한 개념의 외연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 둘 이상의 종개념들
로 나누는 것을 ‘구분하기’라고 하고, 둘 이상의 개념에 속하는 외연들
을 그 공통점을 찾아 하나의 유개념으로 묶는 것을 ‘분류하기’라고 한
다.
① 구분하기
독일어의 명사는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중성 명사로 구분된다.
구분하기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구분의 기준’이다. 동일한 하나의 개
념도 구분의 기준에 따라 서로 다르게 구분될 수도 있다. 예컨대 ‘과
학’은 그 대상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인문과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등으로 나누어지지만, 그 목적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순수과학’,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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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등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② 분류하기
소, 말, 개, 돼지 등은 포유동물로 분류된다.
분류하기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① ‘소’, ‘말’, ‘개’, ‘독수리’, ‘오징어’, ‘개미’, ‘지렁이’ 등 여러 가지 개념
들이 있다.
② 이 개념들 중에서 ‘소’와 ‘말’과 ‘개’가 “그 생태에 있어서 새끼를 직
접 낳아서 번식하며 일정한 기간 동안 새끼에게 어미의 젖을 먹여서
기른다.”는 공통적 속성을 갖는다는 사실이 발견된다.
③ “그 생태에 있어서 새끼를 직접 낳아서 번식하며 일정한 기간 동안
새끼에게 어미의 젖을 먹여서 기른다.”는 속성을 그 핵심적인 내포로
갖는 ‘포유류’라는 새로운 하나의 유개념을 만든다.
④ ‘포유류’라는 이 새로운 유개념이 ‘소’, ‘말’, ‘개’ 등을 종개념으로 포
섭하기에 적절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한다.

2. 논증적 글쓰기
논증이란 글쓴이가 자신의 주장과 생각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독자
를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방식이다. 아직 명백하지 않은 사실이나 원칙
에 대하여 그 진실 여부를 논리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이를 입증할 만
한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여 기술한다. 논증적 글쓰기를 제대로 하려면
비판적 사고력이 필요하다. 무엇인가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그와 연관되는 다른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주장들이 옳지 않다는 비판
정신을 가져야 한다.
논증적 글쓰기는 자신의 주장을 명제의 형태로 설정하는 것에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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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된다. 명제란 어떤 사실 혹은 문제에 대한 의견이나 신념 판단 주장
등을 단일한 언어적 표현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명제의 타당성이
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논리적 근거를 논거
라고 한다.
남북한의 통일은 남북한 모두가 가장 절실히 원하는 시대적 요청이
지만 꼭 서두를 필요는 없다. 모든 일은 지나치게 서두르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긴다. 따라서 우리는 통일에 관한 논의를 여기서 잠시
멈추고 국내 문제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위의 글에서 앞부분은 통일을 시대적 요청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
나 뒤에서는 ‘서두르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긴다.’는 부적절한 논거를
바탕으로 통일에 관한 논의를 멈추자는 모순된 주장하고 있다. 논증의
과정에서 올바른 논거의 사용은 명제의 당위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된
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실제 논증 과정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논
증을 이용한 글쓰기의 과정을 추론이라고도 하는데 논거와 논거 사이
의 관계를 명백히 드러내 주면서 말이나 글에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말한다. 이때 자료와 결과를 어떻게 연결하여 배열할 것인가에
따라서 논증과정은 몇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이 중 글쓰기에서 일반적
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귀납논증과 연역논증이다. 이외에도
논증적 글쓰기를 위해 알아야할 비판적 사고와 관련된 내용은 다양하
다.
가. 귀납논증을 이용한 글쓰기
귀납논증은 어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검토하고 분석하여
전체에 적용시킬 수 있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원리를 추론해 내는
방법이다. 귀납논증의 본질적 속성은 만약 어떤 논증에서 근거들이 모
두 참이면 결론도 참이라는 것이 가능성이 높을 뿐 확실한 것은 아니
라는 점이다. 근거는 결론을 그럴듯한 것으로 만들어줄 뿐이다. 따라서
귀납 논증에서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많을수록 결론이 상대방
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귀납논증의
결론은 근거들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는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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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그래서 귀납논증의 결론은 반드시 참은 아니지만 근거에 제
시되지 않은 내용까지 말해줌으로써 우리의 인식을 넓혀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현대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스포츠 종목이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구기 종목의 인기는 대단하며 막대한 규모의 산업으로
성장할 정도이다. 대학생들에게도 구기 종목의 인기는 매우 높다.
대학의 교정을 거닐어 보면 캠퍼스 곳곳에서 구기 종목을 즐기는 학
생들을 목격할 수 있다. 최근 한 단체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생 1000
명을 대상으로 가장 좋아하는 구기 종목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 그 결과 축구 425명 배구 148명 농구 165명 핸드볼 30
명 야구 230명이 나왔다. 이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대학생
이 가장 좋아하는 구기 종목은 축구라고 할 수 있다.

나. 연역논증을 이용한 글쓰기
연역논증은 이미 알고 있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명제를 제시한 뒤
그것을 바탕으로 명확히 규정된 논리적 형식에 근거해 새로운 명제를
결론으로 이끌어내는 방법이다. 잘 알려진 삼단논법이 대표적인 연역
논증이다. 귀납논증과 달리 연역논증은 결론이 전제로부터 필연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전제 속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결론은 이끌어 낼 수 없
다. 이렇게 본다면 연역논증을 이용해 글을 쓸 때는 결론에서 말하고
있는 정보나 내용이 모두 앞서 제시한 근거 속에 이미 들어있거나 적
어도 숨어 있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또 연역논증은 그 형식이 추론
의 타당성을 결정한다. 연역논증의 타당성을 밝히는 일은 형식의 타당
성을 밝히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우리 마음속에 상상력과 오성의 조화롭고 자유로운 유희를 유발하
는 대상은 아름답다. 하지만 사물이 아름다운 건 어떤 목적에 부합
하기 때문이 아니다. 가령 한 자루의 칼은 잘 드느냐 안 드느냐에
관계없이 아름다울 수 있다. 아름다움은 이처럼 사용 목적과 관계없
이 우리에게 만족감을 준다. 미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면 단 하나
우리 마음에 상상력과 오성의 조화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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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거다. 칸트는 이를 역설적으로 ‘목적 없는 합목적성’이라 불렀다.
미에는 목적이 없다. 다만 우리 마음에 들기 위해 존재할 뿐이다.
진중권, 미학 오디세이 1 (1994)
연습문제 01.
✎ 다음에 제시된 각 항목들을 설명의 방법 중 한 가지를 이용해
표현해 보자.
① 헐리웃 영화에 나타나는 인종주의
② tv 프로그램의 선정성
③ 눈과 카메라의 구조와 작동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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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문제
02.
✎ 다음 논증에서 틀린 부분을 지적하고, 그 부분을 고쳐서 올바른
방식으로 다시 논증해 보자.
풍부한 천연자원을 부존하고 있지 못한 나라는 강대국이라고 부
를 수 없다. 천연자원의 개발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또 그 이익을 통해서 국가의 능력을 극대화 할 수 있기 있
기 때문에 천연자원의 소유 문제는 그 나라의 국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된다. 미국은 부존하고 있는 천연자원이 많
고 그것을 자신의 경제적 가치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런데 러시아
는 미국과는 달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강대국
이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가 삼림이나 석유, 그 외 다량의 광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은 미국처럼 경제적인 힘은
막강하지만 미국이나 러시아처럼 많은 천연자원을 부존하고 있지
는 못하다. 따라서 일본을 우리는 강대국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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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차】

6주차

자기 표현과 사회적 용인성

『학습 목표』
가. 사회적 윤리성과 도덕성을 키울 수 있는 인문학적 소양을 이해
한다.
나. 표절과 인용의 차이를 알고 각주 및 참고 문헌을 정확히 작성
할 수 있다.
『학습 내용』
1. 객관성 유지의 방식과 사회적 윤리성
인문학이 어떻게 도덕성과 사회적 윤리성을 높이는지 이해한다.
2. 다양한 소통 방식과 인용
인용과 표절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참고문헌과 인용의 형
식을 익혀 윤리적이고 성실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인문학은 어떻게 도덕성과 사회적 윤리성을 높이는가
인문학을 공부하는 일이 개인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높이는 데에 도
움이 된다고 말하면 다소 생소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인
문학을 공부하면 ‘후천적’으로 도덕성과 윤리성을 키울 수 있다. 인문
학은 단지 역사나 철학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내면 능력
을 향상시키고, ‘교양 있고 덕스러운 사람’으로 성장시킨다.
인문학은 전통적으로 ‘진(진리)’, ‘선(도덕)’, ‘미(아름다움)’를 추구해 왔
다. 학문이 점차 발전하고 세분화되면서, 진리는 자연과학에서도 다루
고 아름다움은 미술에서도 다루지만 도덕은 인문학 이외에서는 다루
지 않는다. 그래서 현대의 인문학이야 말로 다른 학문과 비교해 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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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도덕성에 대한 공부가 특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인문학을 통해 어
떻게 도덕성과 윤리성을 높일 수 있는지 살펴보자.
가. 공자의 ‘인(仁)’
유교(유가 철학)는 철학적으로 봤을 때에도 특히 ‘윤리’나 ‘도덕’을
중시하는 사상이었다. 공자는 춘추 전국 시대에 도덕과 인륜이 무너지
는 것을 경험하면서, 인간의 도덕성을 회복시키려는 목적으로 유교를
창시하였다. 유교가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네 가지 덕목은 ‘인’, ‘의’,
‘예’, ‘지’이다. ‘인’은 사람을 사랑함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의’는 정의,
‘예’는 사회에서 지켜야하는 예법, ‘지’는 ‘지혜’를 가르친다. 이 모든 것
을 알면 도덕성과 윤리성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지만 그 중에서도 공
자는 도덕성 그 자체인 ‘인’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보았다.

나. 에덤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
우리에게 경제학자로 잘 알려져 있는 에덤 스미스는 『국부론』에 앞
서 저술한 『도덕감정론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 道德感情
論』에서 “무한 이기심 추구는 제한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경제학에
서의 도덕이 반자본주의 사상이 아닌 ‘기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애덤 스미스는 본래 대학에서 도덕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였고, 인간의
도덕성과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경제관념이 사회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이상주의’
인문학의 순수한 절대적 가치는 높은 고상함과 품격, 가장 올바른
진리와 함께 ‘최고의 선함’을 추구한다. 고대 철학자에 따르면 그것은
서로 다른 기준이 아니라 하나의 가치 기준으로 합쳐질 수 있다. 즉,
도덕적으로 가장 올바른 것이 가장 올바른 진리이고, 가장 높은 품격
을 가진다. 소크라테스는 평생 도덕 문제에 대한 성찰을 주요 연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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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삼을 만큼 윤리적 문제에 골몰했다. 그의 제자인 플라톤은 최
고의 이데아를 ‘선(善)’의 이데아로 보았다. 이데아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이상이다.
인문학의 순수한 정신은 ‘이상주의’와 가장 가깝다. 고대 그리스 철학
이나 유교를 보면 확실히 그러한 색채를 갖고 있다. 이상주의자는 이
상적인 규범이나 체계가 무엇인지 찾기도 하지만 그것에 맞게 ‘행동’하
려고 한다. 그래서 사회의 정의와 도덕적 가치에 맞는 행동을 하려고
하고 양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다만 이상주의의 문제점으
로 ‘잘못된 이상’을 고집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절대성에 대한 추
구와 이상주의가 잘못 적용되면 자신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올바르다
고 믿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인문학에서는 잘못된 이상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방지 장치
가 있다. 인문학은 텍스트를 믿고 신봉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비판’하
라고 가르친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듯이 겸손한 자
세로 자신의 부족한 점을 깨닫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는 인문학의 기
본 태도이다.

연습문제 01.

✎ 다음은 칸트의 ‘의무론’에 대한 설명이다. 칸트의 의무론에서 말
하는 도덕성과 윤리성은 무엇인지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 해 보자.
칸트의 윤리학을 흔히 의무론이라고 한다. 의지란 이성에 따라
행위를 결정하는 능력, 곧 실천이성이다. 그리고 선의지(good
will)란 이성의 가르침에 따라 옳은 행위를, 그 결과에 대하여 생
각할 필요 없이 그 행위가 옳다는 이유만으로 행하려는 의지이
다. 다시 말해서 행위의 결과에 대한 고려나 자연적 성향과 조금
도 타협하지 않고, 도덕법칙을 준수하는 것을 의무로 받아들이고
의무를 다하려는 의지가 바로 선의지이다. 칸트는 [도덕형이상학
의 정초]의 서두에서 “세상 안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밖에서조차
제한 없이 선하다고 여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선의지뿐”이라고 말
한다. 간단히 말해 절대적으로 따라야할 명기된 도덕 법칙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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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행동하는 것이 인간의 의무이자 선이라 주장하는 관념이다.
더불어 어떤 행위가 도덕적인지 아닌지의 행위의 기준이 언제,
어디에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한 것인지에 달려있다
고 말한다. 다른 사람이 같은 상황에서 그 행위는 보편적인 도덕
률에 따른 것이고, 옳은 행위라 판단할 수 있다면 그 행위는 보
편적인 도덕률에 따른 것이며, 옳은 행위라 판단하는 것이다. 이
를테면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처럼
다른 사람이 했을 때 나쁜 행동이라 여겨진다면 자신도 그러한
행동을 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

2. 연구 윤리와 바른 인용
가. 연구 윤리의 개념
연구 윤리란 연구자가 연구를 함에 있어 부정행위를 하지 않고 정직
하고 책임 있는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윤리적 지침을 의미한
다. 학술적 글쓰기 역시 연구 윤리를 따라야 한다. 글을 작성하면서 타
인의 저작물을 활용했다면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하는데 이러한 행위
가 바로 연구 윤리를 준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전문적인 연구자뿐만
아니라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연구 윤리에 위배되지 않는 글을 쓸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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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한다. 학술적 글쓰기에서 연구 윤리를 위반하는 대표적인 사례
는 남의 글을 참고했음에도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경우이다. 이는 명백
한 연구 윤리 위반이다.
나. 표절과 인용의 차이
최근 표절로 인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표절
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절 문제는 학문적
활동을 주로 하는 대학생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할 중요한 부
분이다. 표절과 인용의 차이는 주석의 유무에 있다. 표절(剽竊)은 ‘표절
은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
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반면 누구의 글을 참고했는가를 ‘일정한 형식’에 맞게 정확히 밝혀 주
면 그것은 인용(引用)이 된다. 학술적 글은 타인의 글이나 생각을 자신
의 그것과 상호적으로 교섭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완성된다. 사실 완벽
하게 새로운 학술적 글이란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타인의 글을 전혀
참고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글을 참고했다
면 그것을 일정한 형식에 맞게 정확히 표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
과정에서 바로 ‘연구 윤리’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연구
자에게는 연구를 함에 있어 일정한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윤리적 의
무가 따른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위반하면 타인의 권리, 즉 ‘지식재
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연구 윤리를 위배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술적 글을 작성하는 대학생들은 표절과 인용을 철저
히 구분하여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연구 윤리를 잘 준
수하는 자세로 글을 써야 한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교육부 훈령 제153호(2015. 11. 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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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술진흥법」 제15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
함으로써, 연구자 및 대학 등의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역
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
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
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
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 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
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
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
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 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다. 표절의 범위와 기준
2008년 2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마련한 논문표절 가이드라인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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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여섯 단어 이상의 연쇄 표현이 일치하는 경우, 생각의 단위
가 되는 명제 또는 데이터가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다
른 사람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는 경우 등을 표절로 규정
하고 있다. 어떤 글이 다른 글을 표절했다고 판명하는 것은 다음과 같
은 기준에 따른다. 의도하지 않은 실수에 의한 행동이라도 다음의 기준
에 해당하면 표절이라는 범죄가 성립된다.
① 구성 표절

출처와 다른 단어, 표현을 썼더라도 글의 구조, 전개
방식을 본뜨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표절

② 내용 표절 부분 혹은 전체 내용을 자신의 글처럼 가져온 경우
③ 요약 표절 전체 내용을 요약해서 표절한 경우
④ 문장 표절 6개 이상의 단어가 연속적으로 나열되는 경우
출처를 밝히고 원 저자의 주장을 요약하는 축약문을
⑤ 단어 표절 썼더라도 다른 사람이 독창적으로 사용한 용어(표현
일부)를 빌려올 경우 인용 부호가 없으면 표절

라. 인용 및 참고문헌
표절이 아닌 인용을 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주석을 달고
참고문헌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글을 완성하면 된다.
(1) 주석
주석은 성격에 따라 본문의 내용을 보충하는 내용주와 본문에서 인
용한 글의 출처를 밝히는 인용주로 나눌 수 있다. 인용주를 다는 것은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글을 정당하게 사용했음을 표시하는 행위이다.
그렇지 않고 남의 글을 함부로 도용하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게 되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또한 주석은 논지 전개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독자의 흥미를 지속시
키기 어려운 부수적인 내용들(기술적인 논의, 부수적인 비판, 추론 자
료, 부대 설명, 참고 자료, 도표 등)을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본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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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들어가야 할 정도로 중요하지는 않지만 독자가 논지를 이해하는
데에 좀 더 참고할 만한 내용들을 기술한 주석을 내용주라고 한다.

내용주와 인용주의 예시
학술적인 글에는 다양한 구성 요건이 필요하다. 특히 내용적 구성
요건으로는 윤리성, 객관성,¹⁾ 논리성과 체계성, 창의성 등이 강조된
다. 이 가운데 윤리성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홍길동에 의
하면 외국의 한 유명 인터넷 사이트에는 한국을 소개하는 내용 가운
데 표절을 뜻하는 영어 단어 ‘plagiarism’이 등장한다고 한다.²⁾ 이는
우리 사회에 표절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중요한 메시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을 위해서라도 표절 문
제를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될 것이다.
1) 여기서 말하는 객관성은 특히 ‘자료의 객관성’을 의미한다. 학술
적인 글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
관적인 자료나 출처가 불명확한 자료를 사용하면 안 된다.
2) 홍길동(2014), 한국 사회의 표절 문제, 한국출판사, 120쪽.

주석은 그것의 위치에 따라 내주(內註), 각주(脚註), 미주(尾註) 등으로
나누어진다. 내주는 글의 본문 가운데 주석이 위치하는 것을 말하고,
각주는 본문 쪽 밑에 주석이 위치한 것을 말하고, 미주는 모든 주석이
본문의 뒤에 달리는 것을 말한다.

각주 예시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아이를 적게 낳는다는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
다. 저출산은 경제, 교육, 문화 등 사회 전반의 영역에 다양한 영향
을 미친다. 한 연구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취학 아동 부족으로 폐교
가 된 초등학교가 100여 개나 된다고 한다.¹⁾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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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1) 김철수(2013), 저출산과 교육 문제, 한국교육사회연구 13집, 한
국교육사회학회, 38쪽.

내주 예시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아이를 적게 낳는다는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
다. 저출산은 경제, 교육, 문화 등 사회 전반의 영역에 다양한 영향
을 미친다. 한 연구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취학 아동 부족으로 폐교
가 된 초등학교가 100여 개나 된다고 한다.(김철수 2013 : 38)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같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
이다.
주석을 기재하는 방식은 학교, 학회, 계열, 전공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주석에 포함되는 핵심 요소들은 대부분 동일하므로 대표
적인 양식을 익혀 둔다면 다른 양식의 주석을 달 때도 도움이 될 것이
다. 아래에 제시한 주석 및 참고문헌 기재 방식은 인문계열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므로 잘 익혀서 학술적 글쓰기에 적극 활용할 수 있
도록 한다.
① 단행본
저자(연도), 논저명, 출판사, 인용 면수.
예) 홍길동(2012), 한국 사회의 저출산 문제, 한국출판사, 104쪽.
② 학술지 논문
저자(연도), 논문명, 학술지, 권, 호수, 학회명, 인용 면수.
예) 홍길동(2012), 다문화 시대의 인권 문제에 대한 연구, 한국학보 3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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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한국학회, 320쪽.
전자 저널을 활용하여 주석을 달 때는 컴퓨터 모니터상의 면수가
아니라 논문 자체의 면수를 기입해야 한다.
③ 학위 논문
저자(연도), 논문명, 학교명 학위명, 인용 면수.
예) 이몽룡(2015), 한국 대학생들의 동아리 활동과 취업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한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03~105쪽.
④ 이미 한 번 달았던 자료의 주석 달기
• 바로 앞의 자료를 또 인용할 경우
위의 책(위의 논문), 인용 면수.
예) 위의 책, 34쪽.
• 한 번 건너뛴 자료를 또 인용할 경우
저자명, 앞의 책(앞의 논문), 인용 면수.
예) 홍길동, 앞의 책, 55쪽.
⑤ 재인용을 할 경우
원자료에 대한 주석[참고한 자료에 대한 주석에서 재인용]
예) 홍길동(2012), 한국 사회의 저출산 문제, 한국출판사, 104쪽.[성춘
향(2013), 한국의 사회 갈등과 문제, 한국사회문제연구 34권, 한국
학연구학회, 34쪽에서 재인용]
⑥ 동일 저자·동일 연도의 다른 자료를 인용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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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명(연도알파벳), 인용 면수.
예) 홍길동(2012a), 345쪽.
⑦ 저자가 다수인 자료를 인용할 때
저자명·저자명(연도), 논저명, 출판사명, 인용 면수.
예) 홍길동·성춘향(2013), 대학 교육의 본질, 한국출판사, 68쪽.

만약 저자가 세 명 이상일 경우, 저자명 부분에 ‘대표자명 외 ○
인’이라고 해도 된다. 예를 들어 저자가 홍길동, 성춘향, 박문수, 이방
자 등 총 네 명일 때는 아래와 같이 표기할 수도 있다.
예) 홍길동 외 3인(2013), 대학 교육의 본질, 대학출판사, 314쪽.
⑧ 번역서를 인용할 때
저자명 지음/번역자명 옮김(연도), 변역서명, 출판사명, 인용 면수.
예) 찰스 다윈 지음/홍길동 옮김(2012), 진화의 거울, 대학출판사, 345
쪽.

번역서를 인용할 때는 저자명을 영문으로 작성하기도 한다.
예) Charles Darwin/홍길동 옮김(2012), 진화의 거울, 대학출판사, 345
쪽.
⑨ 외국 자료를 원전 그대로 인용할 때
저자명.(연도), 논저명, 지역: 출판사명, 연도, p. 인용 면수.
예) G. Lawrence(1978), The Populist Moment: A short Histor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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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grarianRevolt in Americ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 98.
⑩ 신문 기사를 인용할 때
기사명, 신문명, 년. 월. 일.
예) 한국 사회의 안전 문제, 이대로 좋은가!, ○○일보, 2015. 08. 10.
⑪ 인터넷 자료를 인용할 때
콘텐츠명, 최종 사이트 주소, (검색일자)
예) 대한민국의 고령화 문제, https://ko.wikipedia.org/wiki/%EB%8C%8
0%ED%95%9C%EB%AF%BC%EA%B5%AD%EC%9D%98_%EA%B3%A
0%EB%A0%B9%ED%99%94_%EB%AC%B8%EC%A0%9C, (2015. 10. 08.)

연습문제 02.
✎ 다음의 자료를 보고 각주 작성 지침에 맞게 주석을 달아 보자.

• 수지가 참고한 부분은 56쪽에서 59쪽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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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및 자료 ◈
교육부 훈령 제153호(2015. 11. 3.)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김명우 외(2013), 사고와 표현, 역락.
김영선 외(2006), 글쓰기, 동아대학교 출판부.
안말숙 외(2010), 글쓰기와 의사소통, 새문사.
장미영 외(2010), 생각을 요리하는 글쓰기, 글느림.
정희모 외(2008), 대학 글쓰기, 삼인.
http://www.riss.kr/
https://ko.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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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주차】

7주차

인문학적 자기 표현의 실제-1

『학습 목표』
인문학 텍스트를 읽고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자신의 관점을 가지
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
『학습 내용』
1. 텍스트 분석과 자기 표현 방식 탐구
제시된 텍스트를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연습을 한다.
2. 텍스트 구성하기
분석한 텍스트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글로 작성해 본다.

1. 텍스트 분석하기
제시된 글을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시된 글이 어떤
구조를 가졌고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제시된 글 속에 어떤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있고 글쓴이
의 의도가 무엇인지 추리[추론]하여 알아야 한다. 즉 우리는 분석과 추
리를 통해 그 글을 비판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분
석적 글 읽기 또는 분석적 사고라고 한다.

2. 텍스트 구성하기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서술하기 위해서는 논제를 명확히 가지고
있어야 하며, 쟁점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
고,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쟁점, 주장, 근거의 세 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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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히 갖추어 글로 표현할 때 제대로 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 낼 수
있다.
자기 표현의 실제

[가]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문명의 요구를 난생 처음 듣는 것처럼
순진한 태도로 생각해 보자. 그러면 우리는 놀라움과 당혹감을 억누를 수
없을 것이다. 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가? 그게 우리한테 무슨
이익이 되는가? 무엇보다도 우선, 어떻게 그 요구를 달성할 것인가?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내 사랑은 나한테 너무나 소중해서, 잘 생각해
보지도 않고 아무렇게나 내던져 버리면 안 된다. 사랑은 나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
어야 한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내 사랑
을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한다. 그 사람이 중요한 점에서 나와 너무 비슷하
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면, 그 사람은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완벽
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것은 곧 나 자신의 이상을 사랑하는 것과 마
찬가지라 해도, 역시 그 사람은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 사람이
내 친구의 아들이라면, 나는 그를 사랑해야 한다. 제 아들이 재난을 당하
면 내 친구는 고통을 느낄 테고, 친구의 고통은 곧 나의 고통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나는 친구의 고통을 나누어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자신의 가치로
나를 매혹하지 못하거나 내 감정 생활에 이미 중요한 의미를 획득하지 못
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니, 그런 사람을 사
랑하는 것은 잘못이다. 내 가족은 모두 내 사랑을 내가 자기들을 좋아한
다는 증거로 소중히 여기고 있는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내 가족
과 동등하게 대한다면 그것은 내 가족에게 부당한 처사이기 때문이다. 그
러나 그 사람도 역시 벌레나 지렁이나 율모기처럼 이 지구상에 살고 있다
는 이유만으로 내가 그 사람을 (보편적인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면, 내
사랑 가운데 그의 몫으로 돌아가는 양은 아주 조금밖에 안 될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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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으로 판단할 때, 도저히 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는 없다. 도저
히 이성적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명령을 그토록 엄숙하게 선언해 봤자 무
슨 소용이 있는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면, 더 많은 난점이 발견된다. 낯선 사람은 내 사
랑을 받을 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솔직히 고백하면 내 적개심과 증오까
지도 받아 마땅하다. 그 사람은 나에 대한 사랑을 조금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고, 나를 조금도 존중해 주지 않는다. 나를 해치는 것이 자기에게 이
로우면, 그 사람은 망설이지 않고 나를 해칠 것이다. (중략) 그 사람이 다
른 식으로 행동하면, 다시 말해서 낯선 사람인 나를 존중해 주고 너그럽
게 대하면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명령과는 관계없이 나도 기
꺼이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할 것이다. 그 젠체하는 명령이 ‘네 이웃이 너를
사랑하는 만큼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었다면, 나도 거기에 이의를 제
기하지 않을 것이다. (중략) 이제 나를 나무라는 위엄 있는 목소리가 들리
는 것 같다. “네 이웃이 사랑받을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아니 오히려 네 원
수이기 때문에, 너는 네 몸처럼 그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이제야 나는
이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와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겠다.
- 프로이트, 문명 속의 불만

[나]
사실상 생명 가치는 너무도 기본적인 것이어서 ‘이념적 가치’로만 존재하
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이미 살아가려는 의지, 즉 ‘의지적 가치’의
형태로 모든 생명체들의 본능 속에 깊이 부각되어 있다. 이러한 점은 유
정성(sentience)을 지닌 모든 동물들에게서 외형적으로 표출되고 있는데,
특히 인간의 경우에는 이를 명시적으로 의식하고 있으며 이렇게 의식된
내용이 바로 자신의 생명 가치관을 이루는 선천적 기반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분명한 점은 이러한 생명 가치관은 일차적으로 ‘자신의 생명’
에 대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자기 삶의 주체가 일차적으로 자신의 생
명을 단위로 하는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인데, 이 점 또한 본능에 깊이
각인(刻印)되어 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대부분의 사람에게서 생명에 대한 이러한 소중함
의 관념이 오로지 자기 자신의 생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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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누구에게나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고 이러한 사람들
의 생명은 설혹 자신의 생명만큼 소중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여전히 매우
중요한 가치로 인정되는 것이다. 이는 어떤 합리적 사변(思辨)에 의해 도
달하는 관념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느낌인
것이다. 그러나 느낌만으로 이야기하자면 모든 사람의 생명 가치를 동등
한 가치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며 자기를 중심에 두고 자기 주위의 사람
들의 생명 가치에 대한 일정한 차별이 나타나게 된다. 자신에게 자기 부
모의 생명이 상대적으로 더 소중하게 느껴짐을 아무도 탓할 수는 없는 것
이다. 그러나 조금만 더 합리적으로 생각하여 보면 이는 온당한 판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곧 알 수 있다. 우리 모두가 대등하게 태어난 인간이라
할 때 내 생명 또는 내게 가까운 사람의 생명만 소중하고 남의 생명이 덜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할 어떤 이유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사실 이 간단한 원리, 즉 모든 사람의 생명은 다 같은 정도로 소중하다
는 이 대원칙이 보편적으로 인정되기까지는 오랜 역사적 과정이 소요되
었다. 이는 우리의 느낌 속에 부각된 인간 생명 가치의 차별성과 합리적
사고가 말해주는 동등성 사이의 간극을 좁혀 나가는 과정이었다고도 말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를 이겨내려는
의식적 노력이 요구되며 이를 반영하는 사회적 장치가 바로 윤리라는 형
태로 나타나게 된다.
특히, 남의 생명의 소중함이 자기 생명의 소중함과 원칙적으로 같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윤리의 바탕에 깔린 기본 윤리가 되지 않을 수 없으므
로 이를 일러 윤리의 ‘황금률’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런데 여기서 ‘원칙적
으로’ 같다고 하는 점이 중요하다. 현실적으로는 이들의 소중함에 대한 상
대적 차이를 심정적인 면에서까지 완전히 제거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그의 입장에 서면 그가 느끼는 바와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이해’를 지니고 이 이해가 공유되는 바탕 위에 모든 사회의 행
위 규범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이 윤리의 기본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 장회익, ｢새로운 생명 가치관의 모색｣
[다]
로만과 벤츠는 피자를 나눌 때의 정의의 원칙을 세계 빈민 구제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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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여 한 가설을 세웠다. 그 가설은 누구나 같은 몫의 피자를 먹을 권
리가 있다는 것이었다. 정의가 이루어지려면 누구나 자신의 처지(몸무게,
집 등)에 상관없이 같은 몫의 피자를 먹어야 한다. 이렇게 그들은 모든
인간이 동등하다는 점에 기초하여 피자는 똑같이 나눠져야 한다고 여겼
다. 그리고 이와 동일한 논리로 식량이 남는 국가가 기아에 허덕이고 있
는 제3세계 국가의 사람들에게 식량을 보내주어야 한다고 믿었다.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빈부 격차가 생기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
문이다.
반면, 하딘은 과잉인구의 문제에 대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오늘날의
인구 문제가 인간종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보았다. 그는 기술의 발전이 위
험스러울 정도로 인구를 증가시키기 전까지만 모든 굶주린 사람들이 음식
을 섭취해야 한다는 원칙이 정당화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만일 세계의 빈민이 모두 먹을 수 있게 된다면, 근대적 보건 의료와 의학 덕
분에 낮아진 유아사망률로 인해 빈민의 수는 급속하게 늘어날 것이다. 장기
적으로 볼 때, 빈민이 증가함으로써 생물계의 안정성과 환경의 거주 가능성
이 위협받을 것이며, 결국에는 세계의 식량 생산이 인구 성장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집단적인 기아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에 적합한
정의의 원칙은 자신들이 생산할 수 있거나 값을 지불할 수 있는 식량만을 얻
는 것이라야 마땅하다. 제3세계에서 굶어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들이 굶어 죽도록 내버려두어도 부정의(不正義)
한 것은 아니다. 사실 그들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해 부
당한 처사이다. 미래 세대는 과밀한 인구 밀도로 열악해진 환경에서 살게 될
것이며, 그 후에는 집단 아사(餓死)의 시기를 견뎌야 할 것이다.
두 원칙은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하는 상황에서 충돌
한다. 충분한 식량이 있을 때 모든 인간은 적절한 영양을 위해 음식을 섭
취할 권리가 있다는 원칙은, 과밀 인구로 인해 생태계와 환경이 위협받을
때 식량을 생산 혹은 구입할 수 없는 사람은 굶어 죽어도 된다는 원칙과
갈등하는 것이다. 굶어 죽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인간의 열망은 경쟁적인
두 원칙을 지지할 수 있다. 첫 번째 원칙은 단기간의 아사에 집중하고 두
번째 원칙은 장기간의 아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 피터 벤츠, 환경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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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라오샤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돈을 걷었다. 며칠 고생하자 필요한 액수의
반 정도가 걷혔다. 그래서 그는 또 예전에 이 극단에서 일하다가 나중에
이주해 간 사람들의 명단을 만들어, 자전거를 타고 이 도시의 사방팔방으
로 이 사람들을 찾아다녔다. 라오샤는 그들을 만나 라오쑹의 불행에 대해
서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함으로써 그들의 동정심을 더 크게 환기시킬 수
있었다. 그 중에 전에 극단에서 전기공 일을 하다가 나중에 퇴직하고 음
향기기 판매업을 하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큰맘 먹고 주머니를 털어서
그 나머지를 다 자기가 부담하겠다고 했다. 이 청년에 의하면 전에 극단
에서 일할 때 그는 연애를 하고 있던 때여서 매일 밤 두세 시나 되어서야
돌아왔는데 매번 잠긴 문을 두드리면 꿈속을 헤매던 라오쑹이 제때에 일
어나서 그에게 문을 열어 주었고 늦은 이유를 묻지도 않았으며 그를 원망
하는 기색도 없었다고 했다. 극단에서 그 청년에게 처벌을 내리려고 라오
쑹을 찾아와서 증인을 서라고 했지만 라오쑹은 이 청년이 밤에 나가는 것
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청년은 라오샤를 보고 말했다. 이
일로 저는 평생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집사람도 라오쑹
을 찾아가 머리를 조아려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요. 라오샤는 성
공했다. 그는 일주일간의 시간을 들여 라오쑹을 위해 인민폐 1만 5,850위
안을 모금하였던 것이다. (중략)
라오쑹은 온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밤새도록 돈을 세고 돈을
단위 별로 나누어 차곡차곡 쌓아놓았다. 지폐를 한 장 한 장 어루만져 보
고, 한 장 한 장 등불에 비춰 보았으며, 한 장 한 장 코에 들이대고 냄새
를 맡아 보았다. 새 돈은 바삭바삭 소리가 나기도 했는데 어둡고 고요한
밤이라 사람을 놀라게 할 만 했다. 낡은 지폐들은 약간 맵고 느끼한 냄새
를 풍기고 있거나 아니면 끈적거리면서 곰팡이 냄새가 났다. 한 장에 이
위안짜리 지폐라 할지라도 손바닥에 놓으니 아주 무거워서 그의 손바닥
을 아래로 처지게 하는 것 같았다. 라오쑹은 돈을 다 세자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는 생각했다. 설마 내 다리가 진짜 병이 든 거란 말인
가? 설마 방금 센 이것들을 모두 병원에다 던져줘야 한단 말인가? 그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갑자기 몸을 일으켰다. 왼쪽 다리를 뻗어서 위아
래로 움직여 보거나 어떤지 가늠해 보았다. 그는 대들보처럼 부어오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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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가 병든 다리라는 것을 믿지 않기로 결심했다. (중략)
라오쑹은 링치앙 극단과 이 도시에서 사라졌다. 라오샤는 화가 나기 시
작했다. 극단의 단원들도 화가 났다. 라오쑹이 말없이 사라진 것은 분명
그들을 우롱한 것이었다. 그들이 내놓았던 한 조각 한 조각의 사랑의 마
음들은? 그들의 돈은 피와 땀이 어린 돈이었다. 한겨울 맹추위에, 한여름
삼복더위에 하루 세 번씩 공연해서 모은 돈이었다. 특히 라오샤로 하여금
참을 수 없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원망을 하는 것이었다. 사
람들은 그에게 말했다. 생각지 못했어. 정말 생각지 못했어.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고지는 당신이 붙였잖아. 이런 말들
은 라오샤로 하여금 흠칫흠칫 몸을 떨게 했다. 마치 라오샤가 많은 사람
들의 돈을 사기치고, 또 라오쑹이 도망가는 것을 도와주기라도 한 듯했다.
라오샤는 단장을 찾아가서 사람을 보내 라오쑹을 데려와서 자초지종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하였다. 단장이 말했다. 임시직원을 어떻게 데려온단
말이오? 그 사람과 이 극단 간에는 서면 계약서조차 없는데. 그는 본래
오가는 것이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라오샤는 옛날 라오쑹이 이 극단에 올
때 한 친척의 소개로 왔다는 것이 생각이 났다. 그 친척은 당연히 아직
이 도시에 살고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라오샤는 천신만고 끝에 라오쑹의
친척을 찾아내 그에게 일의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급한 마음에 목소리가
높아져 싸울 기세였다. 마지막에 그는 분명한 태도로 그 친척에게 말했다.
라오쑹의 이러한 작태는 자기 몸에 무책임한 짓일 뿐만 아니라 우리 극단
의 모든 분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라오쑹의 이 친척은 라오샤의 격앙된 태도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하려 들
지 않았다. 많은 분들이 라오쑹을 위해서 돈을 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
기서 라오쑹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그가 모든 사람들의 마
음을 상하게 했다는 말은 좀 지나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돈은 라
오쑹이 여러분을 핍박해서 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원해서 라오쑹
에게 준 것이니, 그 돈은 당연히 라오쑹의 것입니다. 라오샤는 그 친척의
말을 막으면서 말했다. 그렇지만 그 돈은 전적으로 다리를 치료하라고 모
아 준 것이었다구요. 친척이 말했다. 그는 이미 다 치료를 한 것이 아닌가
요? 라오샤가 물었다. 어떻게 치료가 되었는데요? 친척이 대답했다. 숨김
없이 사실대로 말하지요. 그는 고향에 돌아간 다음날, 마을의 병원에 가서
다리를 절단했어요. 거기가 훨씬 쌌다네요. 이천 위안도 안 들었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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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할 필요도 없었고, 다리를 절단하자마자 바로 걸어서 집에 돌아갔다
던데요. 라오샤가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아이쿠, 하느님! (중략)
라오샤는 장거리 버스를 타고 여섯 시간 걸려 라오쑹의 고향, 그 새로
개발한 관광지에 도착하였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역 주변에 있을 그
기념품 파는 작은 노점을 향해 달려갔다. 별로 힘 안 들이고 쉽게 함석지
붕 노점 옆에 서 있는 라오쑹을 발견했다. 라오쑹은 마침 목발을 짚은 채
건장한 젊은이에게 노점 안으로 물건을 들여놓을 것을 지시하고 있었다.
라오샤의 눈이 라오쑹의 하반신에 멈추었다. 왼쪽 다리 부분이 텅 비었고,
다리의 뿌리 부분까지 걷어 올려진 빈 바지통이 마치 주물러 짜 놓은 걸
레 같았다. 라오샤의 마음속에 시큼하고 떨떠름한 맛이 솟아올랐다. 순간
적으로 라오쑹에게 아는 척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이 어려웠다.
목발을 짚고 있는 라오쑹도 멀지 않은 곳에 서 있는 라오샤를 보았다. 그
는 갑자기 그 젊은이에 대한 지시를 멈추고는 꼼짝 않고 멍하니 그곳에
서 있었다. 이어서 라오샤는 라오쑹의 얼굴에서 그가 찾아내고 싶었던 표
정을 찾아내었다. 곤혹스러움, 난감함, 양심의 가책, 그 밖에 의외의 놀라
움과 두려움도 찾아낼 수 있었다. 이는 라오샤로 하여금 라오쑹이 필경
문화적 소양이 있는 사람이고 깊은 자존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
주었다. 그러나 아직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 라오쑹에게 인사를 해야 할지
잘 몰랐다. 갑자기 라오쑹이 다리를 돌려 달려갔다. 아직도 건강한 오른쪽
다리로 온몸을 기대고 또 목발을 끌고 온 힘을 다해 앞을 향해 뛰어갔다.
그가 몸을 구부려 거리의 행인들과 부딪히며 나아가는 것이 마치 상처를
입은 야수와 같았다.
- 톄닝, ｢도망｣

✎

제시된 텍스트 [가]~[다]를 읽고 자기와 타자의 관계에 대한 [가]~

[다]의 입장을 비교하여

분석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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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를 참고하여 [마]의 상황을 논평하고, 타자와의 공존 방식

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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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주차】

중간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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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주차】

9주차

자기 표현을 위한 구상

『학습 목표』
가. 계획을 충실히 하여 주제가 분명하고 짜임새가 있는 글을 쓸
수 있다.
나. 구상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실제 글쓰기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학습 내용』
1. 비판적 사고와 텍스트 구조 분석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텍스트를 분석하고, 주제에 적합한 자료를
수집 및 정리한다.
2. 텍스트 구성 계획
본격적인 집필을 앞두고 구상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개요
작성 방법을 익힌다.

1. 주제 선정
글을 쓰려면 우선 무엇에 관해 쓸 것인지가 당연히 정해져 있어야 한
다. 글로 쓰려고 하는 그 무엇이 바로 주제이다. 주제의 선정은 글쓰기
에서 잘 꿰어야 할 ‘첫 단추’이자, 반 이상에 맞먹는 ‘시작’이다. 그만큼
주제의 선정은 글쓰기 공부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이 책으로 공
부를 하고 있는 우리는 한 편의 학술적 글을 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술적 글의 의미를 되새겨 보자. 그것은 어떤 대상에서 가치 혹
은 문제를 발견하여 그것이 왜 가치 있는지 혹은 왜 문제인지를 객관
적으로 분석하고, 가치에 대해서는 홍보하고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 있
는 대안을 제시하는 글이다. 그러므로 학술적 글쓰기의 첫걸음은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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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거나 혹은 문제가 되는 대상을 발견하는 일이다. 그러한 대상이
곧 학술적 글의 주제가 된다. 무엇이 학술적 글을 위한 가치 있는 주
제인지, 어떻게 학술적 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주제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자.
1) 주제의 구상
글의 주제를 정하는 데에는 크게 큰 범위의 주제가 주어지는 경우와
내 스스로 주제를 결정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교수나 글을 공모하는 단체 등이 큰 범위의 주제를 제시하
는 경우이다. 예컨대 ‘남북통일에 대한 전망’이나 ‘지식의 융·복합을 위
한 방안’과 같이 큰 틀에서 주제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런 주제로 글을
쓸 때에는 자기가 미처 몰랐거나 관심을 두지 못했던 사안에 대해 탐
구하면서 문제의식을 넓히는 효과가 있다.
두 번째는 아무런 제약 없이 자기 관심사에 따라 자유롭게 주제를 정
하는 것이다. 이런 주제는 자기에게서 우러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
해 쓴 글에는 깊이와 진정성이 담기게 된다. 스스로 주제를 찾아야 하
는데 그것이 용이치 않다면 자문자답을 통해 자기의 관심사를 확인할
수 있다.
2) 주제의 초점화
글의 주제를 너무 넓게 잡으면 수박 겉핥기식의 추상적인 내용, 하나
마나한 빤한 내용이 담기게 된다. 글이 재밌고 내실 있어지려면 주제
의 범위가 좁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처음 구상한 주제의 범위
를 좁혀 보는 주제의 초점화(focusing) 작업이 필요하다.
가령 처음의 주제를 ‘환경 문제’로 정했다고 해보자. 이 주제는 단계적
으로 다음과 같이 좁혀 나갈 수 있다.
환경 문제
▶ 환경 호르몬의 문제
▷▶ 음식 포장 물질의 환경 호르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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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 배달 음식에 쓰이는 일회용 용기의 환경 호르몬
문제
환경 호르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내용을 말하기는
매우 곤란하다. 그러나 음식점 배달 음식의 일회용 용기로 대상을 좁
히면 참신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 있다.예를 들어 우리 동네 음
식점 열 곳을 표본 조사하여 배달 음식에 일회용 용기가 어느 정도나
쓰이고 있는지 말할 수 있다. 또 음식점에서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
나무젓가락은 사양하고 각 가정의 젓가락을 쓰자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
3) 주제문 작성
아름드리나무도 한 톨의 씨앗에서 자란다. 아무리 긴 글이라도 그런
씨앗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 주제문이 바로 그것이다. 주제문이란
글을 통해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평서문이자 긍정문으로 된 단
하나의 문장으로 줄인 것이다.

2. 내용 구상
앞 단원을 공부하면서 우리에게 글의 주제가 마련되었다. 많은 사람
들이 이 시점에서 자료의 수집으로 바로 넘어간다. 그런데 그 전에 절
대 빠뜨려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절차가 있다. 그것은 주제에 대한
자기 생각의 정리이다. 글에서 자기의 생각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런데 이를 정립해 두지 않은 채 자료의 수집으로 건너뛰면 자료에
이끌려 정작 내 생각은 없는 글이 되기 쉽다. 그러므로 집필 계획을
세우는 이 단원에서 글의 주제에 대해 자신의 소신을 단계적으로 잘
정리해보기로 한다.
1) 마인드맵으로 구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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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떠날 때에는 종이에 그려진 지도든 머릿속에 그려진 지도든 우
선 지도가 준비되어 있어야 방향을 정하고 발걸음을 뗄 수 있다.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여서 펜이 지나가야 할 지도도 없이 노트부터 펼치
면 글쓰기는 길을 잃기 쉽다. 글쓰기의 지도로써 가장 간편한 도구가
마인드맵이다. 다음은 ‘쓰레기 무단 투기를 없애자’라는 주제로 글을
쓰기 위해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마인드맵으로 작성한 예이다. 자신
의 생각으로 빈 가지를 채워 보자.

2) 문장 메모로 구상하기
구체적인 생각은 문장으로 써야 비로소 풀려 나온다. 그러므로 글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상하기 위해서는 마인드맵으로 작성한 내용을 문
장으로 간단히 서술해보는 것이 좋다.

3. 자료 수집과 정리
학술적 글의 핵심은 논의에 대한 근거이다. 따라서 이 근거를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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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적합하고 풍부한 자료를 찾아야 한다. 아래에서 글쓰기를 위한 자
료를 어떻게 찾고 분석할지 공부해보자.
1) 자료 찾기
자료는 우선 1차 자료와 2차 자료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다른 이가
가공해 놓지 않은 자료는 1차 자료이고, 가공해 놓은 자료는 2차 자료
이다. 또한 자료는 현장 자료와 문헌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다. 현장
자료는 내가 직접 찾아 가서 보고 들으며 조사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역 답사 등을 통해서 얻게 되는 자료가 현장 자료라 할 수 있
다. 문헌은 주로 문자화된 자료를 말한다. 1차 자료와 현장 자료는 2
차 자료와 문헌에 비해 접근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런 만큼 가능한 한
그와 같은 자료를 다뤄 보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1차 자료나 현장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물론이고, 참고문헌을 찾기
위해 소장처 및 도서관을 찾아 발품을 들이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렇
게 해야 자료를 찾기 위해 들였던 노력과 자료에 대한 애착이 글에 녹
아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는 많은 자료를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열람까지도 할 수
있게 된 만큼 우선은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는 방법에 익숙해져야 한
다. 대학생의 경우 참고문헌을 찾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이용해야
할 사이트는 소속 대학의 도서관 홈페이지이다. 자기 대학 도서관에
소장된 단행본을 대출해보는 것이 가장 편리하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대학 도서관 홈페이지에 여러 곳의 중요한 도서관 홈
페이지와 논문 DB들이 링크되어 있으며, 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해서 이곳의 자료를 이용하면 유료 자료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경
우가 많기 때문이다.
논문 DB는 각종 논문을 인터넷상에서 바로 열어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국연구정보서비스(RISS)이다. RISS를
이용할 때에도 소속 대학의 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그곳에 링
크된 RISS로 들어가야 유료 자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 학술적 글쓰기의 자료 찾기에 참고할 만한 인터넷 사이트
• 각 대학의 도서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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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연구정보서비스(RISS) http://www.riss.kr
•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
•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 DBPIA http://www.dbpia.co.kr
• 교보문고 스콜라 http://scholar.dkyobobook.co.kr
• 한국학술정보 http://kiss.kstudy.com
•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 http://www.ndsl.kr

2) 자료 독해와 정리하기
일정한 주제로 글을 쓰고자 할 때는 참고문헌을 취하는 것을 선택적
으로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찾은 참고문헌을 읽는 것도 선택적
으로 해야 한다. 앞서 말한 대로 참고문헌이란 것은 내 주제와 백 퍼
센트 부합하기보다 일정 부분 연관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
다. 참고문헌의 목차를 보고 해당 부분을 골라서 읽는 발췌 독을 하면
한정된 시간 안에 보다 많은 참고문헌을 읽을 수 있다.
찾은 참고문헌을 모두 읽고 나서 글을 쓰려고 하면 아무것도 기억나
지 않아 읽었던 자료들을 다시 읽어야만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읽으면서 자신의 주장과 관련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
되는 부분에 밑줄을 그어 두거나 그것을 메모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독서 메모’라고 한다. 독서 메모를 할 때는 참고문헌의 서지
사항과 주요 내용이 있는 쪽수까지 함께 적어 두면 좋다. 그래야 해당
부분을 다시 찾아 읽고자 할 때 편리하며, 각주 처리를 제대로 하여
표절을 피할 수 있다.
독서 메모는 인용 메모와 요약 메모, 감상 메모로 나뉜다. 인용 메모
는 자신의 주장의 주요 논거가 될 만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그대로
오려 붙이기식으로 옮겨 적는 것이다. 요약 메모는 원저에 있는 내용
을 줄이거나 풀어서 다시 기술하는 것이다. 내용을 줄이더라도 문장과
문장의 연결이 논리적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핵심 문장 몇 개만 골라
내어 그대로 옮겨 적는 일은 피해야 한다. 또한 내 글을 읽는 독자를
위해 어려운 표현이나 전문용어 등을 독자의 이해 수준에 맞추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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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표현으로 쉽게 쓰는 것도 필요하다. 감상 메모는 인용 메모나
요약 메모에 자신의 견해나 생각을 덧붙이는 것이다. 자료를 읽을 때
생각나는 자신의 견해는 다른 자료를 읽고 정리하다 보면 잊을 수 있
기 때문에 그때그때 함께 적어 두면 자신의 글을 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감상 메모의 경우에는 원저자의 견해인지 자신의 견해
인지를 구별하여 적어 두어야 한다. 그래야 원저자의 글은 인용 표시
를 하고 자신의 견해는 맥락에 맞게 연결하여 글을 구성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연습 문제
아래의 글은 나그림 씨가 쓴 ‘콜라주의의 진화’란 제목의 글로 나비캐
스트(http://navicast.navigate.com/contents.nhn?=134&leafId=134)에
올라와 있는 것을 2015년 6월 10일에 읽고 일부 발췌한 것이다. 읽고
콜라주의 개념과 표현 효과 등에 대하여 자신이 이해한 내용으로 쉽
게 풀어서 다시 쓰시오.
콜라주(collage)라는 용어는 콜라주룩, 포토콜라주, 콜라주 테
라피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된다. 콜라주 기법이 사용된 이
러한 작품들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모순된 충동이나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색다른 미(美)를 창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원래는 ‘풀로 붙이는 것’의 뜻에서 유래한 말이다. 이 기법
은 피카소를 비롯한 입체파(큐비즘) 화가들이 화면의 채색효
과나 구체감을 강조하기 위하여 유화의 한 부분에 신문지나
악보 등의 인쇄물을 풀로 붙여서 표현하는 파피에 콜레(종이
붙이기)를 발전시킨 것에서 비롯한다. 천, 머리카락, 실 꾸러
미, 철사, 모래 등 본래 상관관계가 없는 이질적인 재료들을
최초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결합시켜 만들게 된 것
이다. 그 후 이와 비슷한 수법이 현실의 다양성을 화면에 끌
어들이기 위한 가장 유효한 수단의 하나로 인식되어 네오 다
다, 팝 아트, 소설, 건축, 패션, 무용, IT 등의 영역에서까지 사
용하는 용어가 되었다. 전혀 엉뚱한 소재끼리 조합하여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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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 비유적, 연상적, 상징적 효과를 노리
기 때문에 영역의 경계가 회화 작품에 머물지 않고 확대된 것
이다.
자료제목

저자명

사이트명

웹 주소

검색일자

요약 메모

4. 개요 작성
앞서 자신의 생각을 위주로 하여 글의 내용을 구상해보았다. 그러고
나서 자료를 조사·분석하며 글의 주제에 관한 지식과 사고를 확장했다.
이제 본격적인 집필로 진입해야 할 단계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구상한
내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글의 개
요 작성이다.
1) 1차 개요
개요는 곧 글의 틀이다. 개요를 특히 잘 짜야 하는 부분은 글의 본론
이다. 뒤에서 자세히 배우겠으나, 서론과 결론은 본론과 다른 내용을
말하는 부분이 아니라 각각 본론을 소개하고 정리하는 부분이다. 따라
서 본론의 내용이 잘 마련되면 서론과 결론은 거의 자동적으로 작성
이 된다. 그리고 다리가 세 개이면 상이 안정되게 설 수 있듯이, 본론
도 보통 세 부분이 마련되면 주제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내용 구상에서 다루었던 주제를 가지고 본론 세 부분을 기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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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를 아래에 작성해보기로 한다.
개요를 한 번에 완성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 1차 개요는 형식에 구애
받지 말고 글에서 꼭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위주로 간결하고 자유롭
게 작성해 보도록 한다.
연습 문제
주제문 : 쓰레기를 올바르게 처리하여 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
해 발생하는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줄여 나가야 한다.
■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일이 정말 많다.
-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한 각양각색의 경고 문구가 이를
보여 준다.
- 쓰레기 무단 투기의 적발 건수도 매우 많다.
- 힘들게 구축한 ‘관광 한국’의 이미지가 쓰레기 더미에 깔
린다.
■ 쓰레기로 인한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
- 이웃 간의 불신과 다툼
- 함부로 버린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
■ 쓰레기 무단 투기를 없앨(줄일) 방법
- 재활용할 수 있는 폐품·고물의 값을 올리자.
- 인기 있는 방송 프로그램(오락 프로그램)에서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자.
(1) 개요에 적은 세부 내용 가운데 배치가 잘못된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자. 그런 내용이 있다면 그 위치를 어디로 옮겨야 하는지 말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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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러분이 <2. 내용 구상> 단원에서 마인드맵의 빈 가지에 채워 넣
었던 내용에 자료 조사를 통해 발전시킨 지식과 생각을 더하여 빈 부
분을 작성해 보자.

2) 2차 개요
1차 개요를 여러 차례 수정해 2차 개요, 즉 완성된 개요로 만들어 나
간다. 상위 목차에 관련된 내용으로만 하위 목차가 구성되었는지 확인
하고, 목차의 문구도 정확하고 간결하게 다듬는다. 이렇게 완성된 개요
는 곧 글의 목차가 된다.
연습 문제

제목 : 쓰레기라고 함부로 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 서론
2. 본론
1) 쓰레기 무단 투기의 현황
(1) 경고 문구를 통해 본 현황
(2) 적발 건수를 통해 본 현황
2) 쓰레기 무단 투기의 피해
(1) 이웃 간의 불화
(2) 사회적 비용의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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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 이미지가 실추됨
3) 쓰레기 무단 투기의 대책
(1) 폐품 가격 인상으로 쓰레기의 자원화 유도
(2) 방송 캠페인 제작으로 시민 의식의 각성 촉구
(3)
(4)
3. 결론
1. 위의 항목 중에는 서술 형식이 그에 상응하는 다른 부분과 어울리
지 않는 것이 한 군데 있다. 이를 찾아 같은 형식으로 고쳐 보자.

2. 1차 개요에서 자신이 써 넣은 내용으로 위 개요 3)의 (3), (4) 항목
을 작성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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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주차】

10주차

비판적 사고와 문제 제기

『학습 목표』
가. 비판적 사고를 토대로 학술적 글에서 서론의 의의를 이해할 수
있다.
나. 학술적 글의 서론을 구성하는 여러 방법들을 익히고, 이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다.
『학습 내용』
1. 기존 사고의 문제점 제시
어떤 대상에서 가치 혹은 문제를 발견하는 연습을 한다.
2. 자기 표현을 위한 맥락 정리
글을 쓰는 동기나 목적, 필요성을 밝히는 서론의 실질적인 작성 방
법을 익힌다.

“학술적인 글이란 어떤 대상에서 가치 혹은 문제를 발견하여 그것이
왜 가치 있는지 혹은 왜 문제인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가치에 대
해서는 홍보하고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글이
다.” 그렇다면 이러한 학술적인 글의 서론은 필자가 가치 있다거나 문
제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대상을 화제로 도입하는 부분이다. 일반적으
로 필자는 서론에서 글을 쓰는 동기나 목적 혹은 글을 써야 할 필요성
을 밝히는데, 학술적 글의 필자도 서론에서 자신이 설정한 화제가 왜
‘지금’ ‘여기’에서 화젯거리가 되는지, 이 화제에 대한 글을 왜 자신이
써야 하는지 밝혀야 한다.
위에서 말한 필수적인 항목들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만 제외한다면
학술적 글의 서론을 구성하는 데 특별한 형식적 제약은 없다. 다만 학
술적 글의 서론을 실제로 쓸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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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적 글의 한 가지 전형적인 서론에 해당하는 예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서 그 구성적 특성과 서술 방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래
의 예문은 어떤 학술적 글의 서론을 옮긴 것인데, 잘 읽어 보고 이 글
의 주제가 무엇일지 생각해보자.
예문
우리는 생존 기계들(survival machines)이다. 그러나
‘우리’라는 것은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
은 모든 동물들, 식물들, 세균들, 바이러스들을 포괄한다.
우리는 모두 동일한 종류의 복제자-DNA라고 불리는 것
시작

-를 위한 생존 기계들이다.

부분
이 인용문들은 리처드 도킨스(R. Dawkins)의 『이기적
유전자(The Selfish Gene)』에 등장하는 문장들이다. 이
문장들로써 그는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이 유전
자의 생존 기계 혹은 운반체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주장은 우리 인간의 생식 활동의 의미를 완전히 전
도시킨다. 직관적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고유한 생식욕
구가 있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식 활동을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도킨스는 이와 반대로 우리 안에 있는
유전자가 자신[의 복제물]의 생존을 위해 우리로 하여금
중심
부분

생식 활동을 ‘하게 한다’고 본다. 말하자면 우리 안에
있는 유전자는 언젠가 우리가 죽음으로써 사멸할 수밖
에 없지만 우리로 하여금 생식을 하게 함으로써 자신
[의 복제물]이 우리 자식에게 옮겨 가 생존하고 또 같은
방식으로 그 자식에게 옮겨 가 생존하는 식으로 끝없이
생존하려는 것이다.
요컨대 도킨스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유전자가 자
신[의 복제물]의 생존을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고,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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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복제물]을 우리 자식에게 전달하는 운반체이며, 이
런 식으로 자신[의 복제물]이 끝없이 생존하기 위해서
고안한 기계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인간 개개
인이 각자 자기 삶의 주체라는 믿음을 유지하기 어렵
다. 과연 우리는 단지 유전자의 생존 기계일 뿐일까?
이 물음은 스스로 자기 삶의 주체라고 생각하는 우리
인간에게 심각한 도전을 제기한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 물음에 대해 철학적으로 해명하려는 시도는 거의 없
었다. 그러나 철학의 기본적인 과제들 중의 하나가 인
간의 존재 의미를 해명하는 것이라면, 이 물음에 대해
해명하는 것은 오늘날 철학이 당면한 하나의 시급한 과
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바로 이 물음에서 비롯되는 인간의 존재 의
미에 대한 한 가지의 철학적 해명이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은 최근까지 이루어진 생물학의 연구 성과들을 바
종결

탕으로 인간의 생물학적 현사실성을 분석하고, 실존주

부분

의 사상에서 개진된 인간의 존재 의미 해명을 바탕으로
우리가 유전자의 생존 기계일 뿐임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실존적 자유를 감행할 수 있는 실천
적인 방안을 논구하는 순서로 진행될 것이다.

1. 서론 시작하기
실제로 학술적 글의 서론을 쓸 때 가벼이 여길 수 없는 한 가지 사항
은 글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어떤 글에서든 앞부분의
서술은 뒤에 이어질 서술의 성격과 내용을 제약하는 특성이 있기 때
문에 글을 시작하는 방법은 글 전체의 형태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
다. 여기서는 앞의 예문 중에서 서론의 시작 부분만 떼어 내어 글이 어
떻게 시작되는지 분석해 보고, 나아가 학술적 글의 서론을 시작하는 다
른 여러 가지 방법들도 살펴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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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부분 예문
우리는 생존 기계들(survival machines)이다. 그러나 ‘우리’라는
것은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동물들, 식물
들, 세균들, 바이러스들을 포괄한다.
우리는 모두 동일한 종류의 복제자-DNA라고 불리는 것-를 위
한 생존 기계들이다.
이 인용문들은 리처드 도킨스(R. Dawkins)의 『이기적 유전자(The
Selfish Gene)』에 등장하는 문장들이다. 이 문장들로써 그는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이 유전자의 생존 기계 혹은 운반체일 뿐
이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예문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리처드 도킨스의 저서 『이기적 유
전자』에 나타나는 주요 문장이나 문단을 인용함으로써 시작한다. 이는
독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기에 적합한 한 가지 방법이다. 그 밖에도 서
론을 시작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자주 쓰이는 방법들로는 다음
의 것들을 들 수 있다.
• 누구나 직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일반적 명제를 제시하는 방법
• 화제에 대한 직접적인 물음을 제기하는 방법
• 핵심 대상을 지정하거나 핵심 개념을 정의하는 방법
• 전문 분야의 근본 문제나 최근 이슈를 소개하는 방법
• 유명한 역사적 사건이나 현상 혹은 최근의 사건이나 현상을 서
술하는 방법
• 자신의 경험을 묘사하는 방법
• 논제와 관련된 유명 인물의 명언이나 일화를 소개하는 방법

연습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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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 투기와 그 대책”이라는 논제의 학술적 에세이에 적합한
서론의 시작하는 글을 구성하되, 위에서 살펴본 여러 방법 중 적어도
세 가지 이상의 방법을 써서 각각 다르게 구성하시오.
①

②

③

2. 글쓰기의 필요성 부각하기
서론을 어떤 방법으로 시작하든지 간에 시작 부분 다음에는 글쓰기
의 필요성을 밝히는 서론의 중심 부분이 이어져야 한다. 여기서 글쓰
기의 필요성을 밝힌다는 것은 글에서 다룰 대상의 가치나 문제가 어
떤 점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부각하고, 그럼에도 그것이 지금까지 다
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필자가 그 글을 쓰지 않으면 안 될 이
유를 드러낸다는 것이다.
서론의 중심 부분을 서술한 아래의 예문을 읽고 ① 필자가 제기하는
대상의 가치 혹은 문제의 중요성과 ② 필자가 글을 쓰지 않으면 안 될
이유 등이 얼마나 뚜렷하게 부각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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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부분 예문
이 주장은 우리 인간의 생식 활동의 의미를 완전히 전도시킨
다. 직관적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고유한 생식 욕구가 있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식 활동을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도킨스는
이와 반대로 우리 안에 있는 유전자가 자신[의 복제물]의 생존
을 위해 우리로 하여금 생식 활동을 ‘하게 한다’고 본다. 말하자
면 우리 안에 있는 유전자는 언젠가 우리가 죽음으로써 사멸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로 하여금 생식을 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복
제물]이 우리 자식에게 옮겨가 생존하고 또 같은 방식으로 그
자식에게 옮겨가 생존하는 식으로 끝없이 생존하려는 것이다.
요컨대 도킨스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유전자가 자신[의 복
제물]의 생존을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고, 자신[의 복제물]을 우
리 자식에게 전달하는 운반체이며, 이런 식으로 자신[의 복제물]
이 끝없이 생존하기 위해서 고안한 기계이다. 이것이 사실이라
면 우리는 인간 개개인이 각자 자기 삶의 주체라는 믿음을 유
지하기 어렵다. 과연 우리는 단지 유전자의 생존 기계일 뿐일
까?
이 물음은 스스로 자기 삶의 주체라고 생각하는 우리 인간에
게 심각한 도전을 제기한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 물음에 대해
철학적으로 해명하려는 시도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철학의 기
본적인 과제들 중의 하나가 인간의 존재 의미를 해명하는 것이
라면, 이 물음에 대해 해명하는 것은 오늘날 철학이 당면한 하
나의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 대상의 가치나 문제를 부각하기
위 예문에서 필자는 리처드 도킨스가 말하는 ‘유전자의 생존 기계’라
는 말의 의미를 설명한 다음 “과연 우리는 유전자의 생존 기계일 뿐인
가?”라는 물음을 통해 자신의 화젯거리를 명시적으로 밝힌다. 그리고
이 물음이 “스스로 자기 삶의 주체라고 생각하는 우리 인간에게 심각
한 도전을 제기한다.”고 함으로써 대상이 왜 문제인지를 뚜렷하게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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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내고 있다.
이와 같이 대상의 가치나 문제를 부각할 때 주의할 점은 그것이 어떤
기준에서 가치 있거나 문제 있는지를 분명하게 밝히는 일이다. 왜냐하
면 우리가 학술적으로 다룰 수 있는 대상들 중에는 보편적으로 가치
있다거나 문제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도 있겠지만 어느 특수한 입장에
서 볼 경우에만 그렇다고 여겨지는 것들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유, 평등, 생명, 민주주의, 평화 등과 같이 보편적으로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도 정말로 보편적으로 가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필자가 생각하기에 그렇다고 여겨지는 것인지는 좀 더 신중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우리는 사회 통념상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것
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그러한지 잘 따져 보지 않는 경
향이 있다. 이에 반해 학술적 태도를 가진 사람은 그와 같은 사회 통
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그것을 조망해본다.
따라서 학술적 글을 쓰는 필자는 자신이 다룰 대상이 보편적으로 가
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가치 있다는 것을 충분
한 근거를 들어 논증할 필요가 있다.
이제 아래의 예문들에서 대상의 가치나 문제가 어떤 관점에서 부각
되고 있는지 찾아보고,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 생각
해보자.

예문1

줄기세포의 다분화성은 인간의 발생 과정에 대한 좋은

연구조건을 제공한다. 또 줄기세포로부터 얻은 균질한 사람의 조
직이나 세포를 대상으로 약물검사, 독성검사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신약 개발이 활발해질 것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줄기세포
로부터 특정 세포나 조직을 다량으로 배양하여 난치성 질병의 치
료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줄기세포로부터 백혈병의 치
료에 이용되는 조혈간세포나 파킨슨병의 치료를 위한 특정 신경
전달물질을 분비하는 세포 등을 분화시켜 시험관 안에서 배양한
후 해당 환자에게 이식하여 치료하는 세포이식술이 연구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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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2

현재 우리나라는 농업 부문에서는 자급이 어려울 만큼

생산력이 낮은 반면 전자, 자동차, 조선 등 공업 부문에서는 수출
을 많이 할 수 있을 만큼 생산력이 높은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우리나라가 북미 지역의 농업 대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그 나라로 공업생산물을 많이 수출하고 그
나라에서 농업생산물을 많이 수입할 수 있게 되어 산업구조의 균
형을 맞출 수 있게 될 것이다.

연습 문제
다음 논제들에서 다루어질 대상들이 어떤 관점에서 볼 때 얼마나 가치
혹은 문제 있는지 생각해보고 글로 표현해보자.
• 1인당 연간 소득이 3만 달러에 도달한 것
• 인류의 평균 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것
• 많은 야생 동물들이 멸종하거나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것

2) 필자가 글을 써야 할 이유 제시하기
어떤 대상의 가치나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가치를
홍보하거나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런 점
에서 그 중요성을 부각하는 것만으로도 필자가 글을 써야 할 이유를
나타내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 예문의 필자는 자신이 글을 쓰지 않으면 안 될 이유를 좀
더 선명하게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필자는 인간의 존재 의미를 해명하
는 것이 철학의 기본적인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인간도 유전자의 생존
기계일 뿐이다.”라는 도킨스의 주장에 의해 제기된 새로운 도전에 대
해 아직 철학이 해명하지 못했다고 분석하는데, 이것이 바로 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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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써야 할 이유에 해당한다.
그런데 필자가 쓰고자 하는 글의 주제에 대해 이미 다른 사람들이 쓴
학술적 글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 필자는 기존의 글들을 읽고
충분히 검토하여 자신이 쓰려고 하는 글이 그 기존의 글들과 어떻게
다른지 밝힐 필요가 있다. 만약 기존의 글들 중에 자신이 쓰려고 하는
글과 비슷한 글이 있다면, 굳이 자신도 그 주제의 글을 써야 할 필요
가 없기 때문이다.
학술적 글 중에서도 특히 전문적인 학술 논문이나 저서를 쓸 경우에
는 아래의 예문에서 보는 것과 같이 기존의 글들을 검토한 결과를 상
세하게 서술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다.

예문

‘과학주의자와 인문주의자 사이의 대화’에 대한 선행연

구는 국내의 경우만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편이다. 이와 관련된 선
행 연구의 대표적 사례는 “두 문화의
상호 오해에서 비롯된 단절 및 교육을 통한 단절의 지양”을 역설
한 찰스 스노우(C.P. Snow)의 『두 문화(The Two Culture)』(1959)
에 관한 창의적 연구들이다. 특히 “두 문화와 STS”라는 주제로 한
국과학기술학회에서 개최한 <2005년도 후기 학술 대회>에서 발
표된 몇몇 연구들은 스노우가 제시한 두 문화의 문제를 우리의
학문 현실을 구체적으로 반성해볼 수 있는 문제로 새롭게 발전시
켰다. 이필렬의 「과학 기술과 인문학의 ‘경계인’이 본 한국의 과학
기술자와 인문학자」는 두 문화의 경계에서 양쪽을 균형 있게 비
판할 수 있는 경계인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한경희와 고동현의
「두 문화 속의 두 문화들: 과학과 기술, 사회의 균열과 경계에 대
한 고찰」은 구체적인 교육현장에서 분리된 두 문화가 그 속에서
자체적으로 고유한 특성을 생산해내는 현상을 분석했다.
이후, 국내에서의 두 문화를 주제로 하는 다양한 학술대회가 뒤
를 이었다. 특히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원이 2008년 9월과 2009년
4월 2회에 걸쳐 개최한 “학문간 경계를 넘어: 통합적 학문연구의
가능성과 전망”, 그리고 2009년 7월에서 8월까지 5회에 걸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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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대 사회과학원, 중앙대 인문학연구소, 한예종 한국예술연구소,
시민과학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 “두 문화의 만남을 위한 대학
연구소간 공동 심포지움”에서 문화의 만남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
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대체로 이 연구들은 구체적인 학문 영역과 문화 영역에
서 두 문화를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방향에서 수
행되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학계에서 두 문화의 통합 의지가
대세라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게 만든다. 그러나 본 연구자가 계획
하는 연구는 단적으로 두 문화의 통합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선행 연구들은 본 연구의 중요한 분석대상으로서의 의
미를 가질 것이다.
그러나 모든 학술적 글에서 기존 자료에 대한 검토 결과를 서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전문적인 학술 논저라 하더라도 기존의 자료가 전
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 는 지금까지 기존의 연구나
그 결과를 보고하는 논저가 없다는 것을 밝히면 된다. 또한 비교적 짧
은 분량의 논설문과 같이 기존의 글들을 검토하는 것보다 특정한 주
장을 홍보하거나 그 실천을 촉구하는 것을 더 중시하는 성격의 글이
나 논술식 시험의 답안과 같이 다른 글들을 검토할 여건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의 글이라면, 기존의 글들을 검토한 결과에 대한 서술은 생
략해도 될 것이다.

3. 서론 매듭짓기
서론의 끝부분은 서론을 매듭지으면서 본론을 어떻게 서술할지 예고
하는 부분이다. 통상적으로 과제 보고서나 전문적인 학술 논저들에서
는 본론을 구성하는 각 장이나 절에서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인지 간략
하게 서술하는 형식을 취한다. 그러나 예문의 경우와 같이 본론에서
서술할 내용을 한두 문장으로 압축하여 간략하게 서술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121

[붙임 4]

종결 부분 예문
이 논문은 바로 이 물음에서 비롯되는 인간의 존재 의미에 대한
한 가지의 철학적 해명이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은 최근까지 이루
어진 생물학의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인간의 생물학적 현사실성
을 분석하고, 실존주의 사상에서 개진된 인간의 존재 의미 해명을
바탕으로 우리가 유전자의 생존 기계일 뿐임을 거부할 수 없는 상
황에도 불구하고 실존적 자유를 감행할 수 있는 실천적인 방안을
논구하는 순서로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비교적 짧은 분량의 논설문이나 논술식 시험의 답안에서는
이와 같은 상세한 본론 서술 계획을 밝힐 필요가 없다. 다만 어떤 방
식으로든지 간에 서론이 종결되고 본론이 시작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연습 문제
쓰레기 무단 투기와 그 대책을 논하는 학술적 에세이에 적합한 서론의
문단 개요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론을 완성하시오.
01. 문단 개요
⚫ 시작 부분

⚫ 중심 부분

⚫ 종결 부분

122

[붙임 4]

02. 서론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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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및 자료 ◈
오용득(2015), 인간의 생물학적 현사실성과 실존적 자유, 대동철학 제
70집, 대동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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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주차】

11주차

텍스트 구성과 기술 방법

『학습 목표』
가. 학술적 글에서 본론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다.
나. 설명하기 및 논증하기를 통해 실제로 학술적 글의 본론을 논리적
으로 구성할 수 있다.

『학습 내용』
1. 생각의 구조
생각을 구조화 한 개요를 토대로 본론을 작성하는 방법을 익힌다.
2. 텍스트 기술 방법
학술적 에세이의 본론을 구성하는 텍스트 기술 방법을 익힌다.

학술적 글에서 본론은 서론에서 설정한 어떤 대상이 왜 가치 있는지
혹은 왜 문제되는지를 밝히는 부분이다. 이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본론이 논제에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논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학술적 글의 논제는 다음과 같이 명령문 형식으로 표현
될 수 있다.
• “~의 여러 가지 특성을 서술하라.”, “~에 속하는 여러 가지 내용
을 설명하라.”
• “~에 대해 ~의 관점에서 분석하라.”
• “~의 장단점에 대해 논하라.”, “~와 ~을 비교하여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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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당하다는 것을 논증하라.”
• “~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책을 논하라.”
• “~에 대해 비판하라.”, “~에 대해 비판하고 그 대안을 논구하라.”
이러한 형식들로 표현된 논제들 중에서 한 가지를 두고 비교적 짧은
분량의 학술적 에세이를 쓰는 경우 본론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바
람직한 것일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생각해보자. 물론 위에서 열거한
논제들 외에도 많은 종류의 논제들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자주 쓰이는
몇 가지 논제에 적합한 본론을 구성하는 방식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하자.

1. 대상의 여러 특성 서술하기
특정한 대상의 다양한 특성을 서술하는 글은 주로 논술식 시험 답안
이나 과제 보고서를 작성할 때 혹은 학술 저서나 학위 논문과 같은 비
교적 긴 분량의 학술적 글의 일부분을 서술할 때 많이 쓰인다. 이러한
논제에 해당하는 글을 쓸 경우에는 대상에서 나타나는 특성들에 대해
모두 서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특성들을 가능한 한 많이 알아 두
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그리고 새로운 시각으
로 대상을 고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구체적으로 “플라톤의 『국가(Politeia)』에 나타나는 이상적인 국
가의 세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의 주요 업무와 바람직한 생활 태도에
대해 서술하라.”라는 논제가 제시된 경우 이에 적합한 학술적 에세이
의 본론을 구성하는 한 가지 방식을 생각해보자. 앞의 4장 ‘계획하기’
에서 연습한 것처럼 이 논제로 학술적 에세이를 쓰기 위해서는 먼저
플라톤의 『국가』를 전부 읽든지 아니면 해당 부분만 발췌하여 읽어
‘통치자’, ‘군인’, ‘생산자’가 각각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 또 어떤 생
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조사하여 개요를 작성할 필요가 있
는데, 문장 개요 형식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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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치자의 업무와 생활 태도
- 통치자는 국가의 행정, 사법, 입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 통치자는 좋은 국가의 표준 모델인 이데아 세계가 어떤
것인지 인식하고, 현실 국가가 그 표준 모델에 최대한 가까
운 상태로 만들기 위해 통치해야 한다.
- 통치자는 이데아 세계를 인식하기 위해 이성의 직관능력
을 끊임없이 갈고 닦아 지혜를 최대한도로 발휘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 통치자는 자신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다가 통치를 그르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유재산을 가져서는 안 된다.
2. 군인의 업무와 생활 태도
- 군인은 통치자의 통치 명령을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통치
의 보조자들이다.
- 군인의 구체적인 업무로는 대내적인 치안과 대외적인 방
어가 있다.
- 군인이 자신의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만용을 부리
거나 비겁해서는 안 되므로 용기를 최대한도로 발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훈련해야 한다.
3. 생산자의 업무와 생활 태도
- 생산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통치자와 보조자까지 포함한
국가 구성원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화들을 생산하는
사람들이다.
- 국가 구성원들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들은 다양한 종류가
있고 또 필요량도 정해져 있으므로 통치자들의 계획에 따라
적합하게 생산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생산자는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 필요 이상의 재화를
생산하여 국가적 차원의 낭비를 초래해서는 안 되므로 자
신의 욕구를 적절하게 제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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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장 개요를 기초로 하여 학술적 에세이의 본론을 구성하는 경우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문장 개요의 문장들을 단순
히 연결해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곳에 ‘그리고’, ‘그러나’, ‘그러므로’, ‘한편’ 등과 같은 접속사를 적절하
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습 문제

접속사들을 적합하게 사용하여 위 문장 개요의 문장들을 연결해보자.
첫째, 통치자는

둘째, 군인은

셋째, 생산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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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하려는 대상의 특성이 몇 개라도 ‘첫째’, ‘둘째’, ‘셋째’ 등과
같은 순서를 나타내는 부사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서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특성이 두 개일 경우에는 ‘한편으로’, ‘다른 한
편으로’와 같은 부사로, 그리고 특성이 세 개일 경우에는 ‘우선’,
‘다음으로’, ‘끝으로’와 같은 부사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서술하는
방식도 널리 쓰인다.

2. 특정 관점에서 분석하기
특정한 학문적 원리나 이론에 입각하여 구체적인 어떤 현상을 분석
하라는 논제가 제시되는 경우에 본론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간명한 한 가지 방식은 다음
과 같이 두 부분으로 글을 구성하는 것이다.
첫 번째 부분 : 대상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하는 학문적 원리나 이론
을 요약하여 설명하기
두 번째 부분 : 그 원리나 이론에 입각하여 대상을 분석하기
이제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여 “농촌이었다가 공업지역으로 바뀐 어떤
지방에서 흰색 나방들이 점차 검은색으로 바뀐 현상이 관찰되었다고
가정하고, 그런 현상이 발생한 이유를 다윈(C. Darwin)의 자연선택설에
입각하여 분석하라.”라는 논제에 대한 논술식 시험 답안의 본론을 구
성한다고 해보자. 제시된 논제에 대한 적합한 답안의 본론은 ① 다윈
의 자연선택설을 요약하여 설명하는 부분과 ② 이 이론에 입각하여
해당 현상이 발생한 이유를 분석하는 부분으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
다.

연습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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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서술한 다윈의 자연선택설에 대한 간략한 설명에 이어, 자연선
택설에 입각하여 해당 현상이 발생한 이유를 분석하는 본론의 나머지
부분을 구성해보자.
모든 생물의 형질들은 언제든지 변이될 수 있다. 이와 관련
하여 두 가지 사항에 주목할 수 있다. 한편으로, 변이된 형질은
해당 생물 개체가 그 서식 환경에서 생존하기에 유리한 특성으
로 작용할 수도 있고 불리한 특성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여기
서 생존 확률이 높다는 것이 부분적으로는 생식 확률이 높다는
것을 포함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다른 한편으로, 변이된 형질
중에 어떤 것은 다음 세대로 유전 가능하지만 다른 어떤 것은
유전 불가능하다. 어떤 변이 형질이 그 개체의 생존에 유리한
특성으로 작용하면서 유전 가능한 것이라면, 다음 세대에서 그
변이된 형질을 물려받은 개체들의 수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세대를 거듭하면 언젠가 그 종에 속하는 모든 개체들이
변이된 형질을 가지게 될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어떤 변이가 생존에 유리한 특성
으로 작용할 것인지 불리한 특성으로 작용할 것인지를 결정하
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다윈에 따르면, 그것은 형질 자
체의 특성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환경에 달려 있다. 말
하자면 똑같은 형질이라도 어떤 환경에서는 생존에 유리한 특
성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다른 환경에서는 생존에 불리한 특성
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기존의 형질과 변이된 형
질 중에서 어떤 것이 남고 어떤 것이 사라질지를 선택하는 것
은 다름 아니라 자연(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윈의 학설을
‘자연선택설’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기인한다.

그렇다면 농촌이었다가 공업 지역으로 바뀐 어떤 지방에서 흰색 나
방들이 점차 검은색으로 바뀐 현상도 이 자연선택의 원리에 입각하여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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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정 주장의 정당성 논증하기
특정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논증하는 글은 말 그대로 글 전체가 하
나의 논증과 같은 구조를 갖는다. 논증의 기본적인 구조는 ‘주장’에 해
당하는 하나의 명제와 ‘논거’에 해당하는 하나 이상의 명제로 이루어진
다. 그런데 하나의 논증이 정당하다고 판정받기 위해서는 그 논거에
해당하는 명제들도 모두 참이라는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그
논증에는 각각의 논거들을 정당화하기 위한 또 다른 논증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의 논증 속에 또 다른 하
나의 논증이 포함되는 구조는 계속 더 이어질 수 있다. 논리적으로 말
한다면 이러한 과정은 더 이상 논증하지 않아도 정당하다고 믿을 만
한 명제-공리나 정의와 같은 자명한 명제-에 이를 때까지 진행될 것이
다.
이와 같은 연속하는 논증의 과정을 상세하게 서술하는 것이 바로 ‘특
정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논증하는 글’이다. 하나의 주장에 두 개의
논거를 들고 또 각각의 논거들에 대한 논거를 두 개씩 든다는 가정 아
래 그 논증 과정을 서술하는 글을 쓴다고 할 때, 그 형식을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논증의 구조는 ‘논거들 → 주장’으로 전개되는
형식과 ‘주장 → 논거들’로 전개되는 형식으로 대별되므로 두 가지의
도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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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도식에 따라 글을 쓴다고 가정하면 생각만으로도 복잡해서 머
리가 터질 지경일 것이다. 그러나 누구라도 훈련과 연습을 통해 논증
하는 글을 쓰는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 우선 위의 도식에서 ‘주장 →
논거1 → 논거1-1 → 논거1-1-1’ 혹은 ‘논거1-1-1 → 논거1-1 → 논거1
→ 주장’으로 전개되는 한 노선의 단순한 논증 구조에 따라 특정 주장
을 논증하는 글을 쓰는 것부터 연습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제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비판적 지식인’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논
증하는 학술적 에세이의 본론을 구성한다고 해보자. 이를 위해서는 먼
저 이 주장을 어떤 논증 형식으로 정당화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실
제로 이 주장을 정당화하는 논증 방법으로는 귀납법을 쓸 수도 있고
연역법을 쓸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일단 연역법의 정언삼단논법을
채택해보자. 그렇다면 이 주장을 정당화하는 기본적인 정언삼단논법을
구성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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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증1

대전제 : 모든 X는 비판적 지식인이어야 한다.
소전제 : 모든 대학생은 X여야 한다.
결 론 : 그러므로 모든 대학생은 비판적 지식인이어야 한다.

위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논증 형식에서 X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 일단 X를 ‘대학의 이념을 실천하는 사람’이
라고 해보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정언삼단논법이 구성된다.

논증1-1

대전제 : 대학의 이념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비판적
지식인이어야 한다.
소전제 : 모든 대학생은 대학의 이념을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결 론 : 그러므로 모든 대학생은 비판적 지식인이어야 한다.

이 논증에서 소전제는 개념의 의미에 따라 자명한 명제로 간주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전제는 어떤가? 만약 이 명제가 자명하지 않다면, 그
것은 다시 논리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명제를 결론으로
하는 또 하나의 논증이 필요한데, 역시 다음과 같은 정언삼단논법이
성립할 수 있다.

논증2

모든 X는 비판적 지식인이어야 한다.
대학의 이념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X여야 한다.

133

[붙임 4]

그러므로 대학의 이념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비판적
지식인이어야 한다.

이 논증에서 X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소전제에
나타나는 ‘대학의 이념’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한다. 사실상 ‘대학의 이
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겠지만, 편의상 여기서는 그것을 ‘전
공 분야의 지식을 연마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상정하자. 그
렇다면 위의 논증은 다음과 같이 재구성될 수 있다.

논증2-1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비판적 지식인이어야
한다.
대학의 이념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회정의를 실현하려
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대학의 이념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비판적 지
식인이어야 한다.

‘대학의 이념’을 ‘전공 분야의 지식을 연마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상정하면, 소전제는 개념의 의미에 따라 자명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대전제의 정당성을 논증해야 한다. 역시 그것
을 결론으로 하는 정언삼단논법을 구성할 수 있다.

논증3

모든 X는 비판적 지식인이어야 한다.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X여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비판적
지식인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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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증의 X 자리에 ‘정의롭지 않은 일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비판하
는 사람’을 넣어 보면, 다음과 같은 정언삼단논법이 성립한다.

논증3-1

‘정의롭지 않은 일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비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비판적 지식인이다.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의롭지 않은 일을 분
명하게 인식하고 비판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비판적
지식인이어야 한다.

이 논증에서 대전제와 소전제는 모두 개념의 의미상 자명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애초의 주장, 즉 “대학생이라면 누구
나 비판적 지식인이어야 한다.”는 명제가 정당하다는 것을 논증한 셈
이다.
이제 남은 일은 이 과정을 상세하게 서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위의 세 가지 논증을 일렬로 연결해서 정렬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에서 본 ‘주장 → 논거들’의 정렬 방식과 ‘논거들 → 주장’의 정렬 방
식을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후자의 정렬 방식으로 정렬해
보자.
‘정의롭지 않은 일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비판하는 사람’이라
면 누구나 비판적 지식인이다.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의롭지 않은
일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비판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비판적
지식인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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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비판적 지식인이
어야 한다.
대학의 이념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회정의를 실현
하려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대학의 이념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비판적
지식인이어야 한다.
대학의 이념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비판적 지식인이
어야 한다.
모든 대학생은 대학의 이념을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대학생은 비판적 지식인이어야 한다.
이와 같이 일렬로 정렬된 하나의 논증 구조는 곧 “대학생이라면 누구
나 비판적 지식인이어야 한다.”는 주장의 정당성을 논증하는 글의 문
장 개요가 된다.

4. 특정 주장 비판하기
‘비판’이란 본래 ‘좋음과 나쁨,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의미하지만,
통상적으로는 그 부정적 측면인 ‘나쁨이나 그름을 따져 지적하는 것’으
로 이해된다. 그런데 학술적인 글에서 특정 주장을 비판하는 경우 형식
에 대한 비판과 내용에 대한 비판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특정 주장의 형식에 대한 비판은 그 주장을 정당화하는 논증 방식이
옳지 않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앞서 특정 주장의 정당성을 논증하는
간단한 한 가지 방식에 대해 살펴보았지만, 논증은 매우 까다롭고 복
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오류를 범하기 쉽다.
이러한 점에서 특정 주장의 형식에 대한 비판은 그 주장을 전개하는
방식에 내재되어 있는 오류를 찾아 지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상 전문적인 학술토론회 등에서 발표 논문을 비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문적인 학술 연구자라도 이와 같은 논증의 형식을 비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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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글을 쓸 일은 거의 없다. 그러나 모든 종류의 학술적 글쓰기에서는
부분적으로 특정 주장의 논리적 오류를 비판하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
에 학술적인 글을 쓰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논리학 개론서 등
을 참고하여 오류의 종류와 용례에 대해 익혀 두어야 한다. 이는 학술
적인 글을 쓰는 필자 자신이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
이다.
한편, 특정 주장의 내용에 대한 비판은 그 주장의 내용을 따져 그것
이 좋지 않다거나 옳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런데 좋음 혹
은 옮음의 기준은 상대적일 수 있다. 그렇다면 특정 주장과 그 주장을
비판하는 반대 주장은 서로 다른 기준에 입각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모양을 보인다. 결국 양자는 서로 대척적인 관계에 서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더 이상의 논쟁을 개진하지 못한 채 각각 상대방
의 입장을 확인하고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경쟁하는 기준들 중
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독자들의 몫이기 때문에 필자들은 각자
자신들의 주장을 최대한 설득력 있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정 주장의 내용을 비판하는 학술적 글의 본론을 구성하는 구체적
인 전략은 대체로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 하나는 비판의 대상으
로 삼는 특정 주장이 입각해 있는 좋음이나 옮음의 기준 자체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그 주장에 따른
효과나 결과가 필자 자신의 기준으로 볼 때 좋지 않다는 것을 논증하
는 것이다. 물론 이 두 가지 전략을 함께 쓰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로 특정 주장을 비판하는 글의 본론을 구성할 경우,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구성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각 전략에 따라 일반적
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 가지씩의 구성 방식을 개요로 나타내면 다음
과 같다.

■ 특정 주장이 입각해 있는 좋음의 기준을 비판하는 전략의 경우
① 비판하려는 특정 주장의 핵심 내용 정리하기
② 그 주장이 입각해 있는 좋음이나 옳음의 기준 분석하기
③ 이 기준에 대한 필자의 반론 제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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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주장에 따른 효과나 결과를 고려하여 그 주장을 비판하는
전략의 경우
① 비판하려는 특정 주장의 핵심 내용 정리하기
② 그 주장이 채택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효과나 결과를 분석 혹
은 예측하기
③ 이러한 효과나 결과가 좋지 않은 이유 제시하기

이제 구체적으로 “대학생은 전공과목만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라는
주장을 내용 측면에서 비판하는 학술적 글의 본론을 구성해보자. 위에
서 말한 두 가지 전략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간에 우선 비판하려
는 주장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의 교육 과정은 크게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나누어진
다. 교양과목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담당해야 할 사회적
책무에 관해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전공과목은 직업적
능력을 배우고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렇다면 “대학생은
전공과목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주장은 대학생이 사회의 구
성원으로서 담당해야 할 사회적 책무에 관해 탐구할 필요는 없
고 오직 직업적 능력을 배우고 익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의
미한다.
첫 번째 전략을 선택했다면, 다음의 서술 내용은 위 주장에 함축되어
있는 좋음 혹은 옳음의 기준을 분석하고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다.
“대학생은 전공과목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주장에는 대학생
이 장차 민주주의 사회의 주권적 시민으로서 살기보다는 직업
적 생산자로서 사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이 함축되어 있다. 이
는 개인에게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직업적 활동과 시민적 활
동에 나누어 쓰는 것보다 직업적 활동에만 쓰는 것이 더 좋다
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업 활동을 하고 남는 시간에 사
회 운영에 관한 숙고와 토론을 하는 것보다 편히 쉬는 것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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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할 것이다. 그러나 시민 한 사람한 사람이 주권을 가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사회의 운영에 관해 숙고하고 토
론해야 할 사회적 책무를 지고 있다. 만약 시민들이 이러한 사
회적 책무를 저버린다면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없을 것
이다. 그러므로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직업적 능력을 연마하는
전공과목과 민주주의적 시민의식을 고취하는 교양과목을 균형
있게 수강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전략을 선택했다면, 앞에서 서술한 “대학생은 전공과목만 열
심히 하면 된다.”는 주장의 핵심 내용 정리에 이어 그 주장에 따른 결
과를 예측하고 좋지 못한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대학생들이 교양과목을 소홀히 하고 전공과목만 공부
한다면 교양과목에서 다루는 민주적 시민의 사회적 책무에 관
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이 장차
자신들을 민주적 주권자로 의식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 사회는 더 이상 민주주
의 사회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사회가 될 것이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민주화 이전의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잘
알고 있다. 예컨대 주권이 군주에게만 주어져 있는 군주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개인이 군주의 신민(예속자)이었다. 군주는 통
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민들을 신분적으로 구분하고 신
분 사이의 차별화 전략을 구사했다. 이러한 신분 사회에서 낮
은 신분의 사람들은 한 마디로 ‘사람’이 아니었다.
민주주의의 이념과 가치가 상실된다면, 우리 사회는 언제라
도 민주화 이전의 사회와 같은 권위주의적이고 억압적인 사회
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러한 사회도 군주나 귀족 신
분의 몇몇 사람들에게는 좋은 사회일 수 있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사회가 아닐 것이다. 그러
므로 오늘날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직업적 능력을 연마하는 전
공과목과 민주주의적 시민의식을 고취하는 교양과목을 균형 있
게 수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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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문제

“악법도 법이다.”라는 주장을 내용적인 측면에서 비판하기 위한 전략
을 먼저 구상해 보고, 그 전략에 따라 그 주장을 비판하는 글의 본론
을 구성해 보자.

【12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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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차

자기 표현과 정리하기

『학습 목표』
가. 글의 결론이 하는 역할과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나. 결론을 쓰는 여러 방법들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
다. 글쓰기 과정 중 퇴고의 역할과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라. 퇴고의 절차와 방법을 알고 적용할 수 있다.
『학습 내용』
1. 효과적인 정리 방법
글의 본론에서 전개한 논의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정리하는 방법
을 익힌다.
2. 다시 읽기
글을 다듬고 고치는 과정을 통해 글의 완성도를 높인다.

1. 결론 쓰기
학술적 글의 결론은 본론에서 전개시킨 논의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정리하는 부분이다. 지금까지 논의를 따라온 독자의 동의를 얻고 확신
을 주어야 하는 마지막 부분이므로 합리적이어야 하며, 타당성과 설득
력을 갖추어야 한다.
결론을 쓸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본론의 내용을 요약하고,
간단한 강조 등으로만 끝을 내는 것이지만 아래 그림과 같이 문제의
해결책을 따로 제시하거나 행동을 촉구하거나 논의 범위를 확대하고,
연관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또 사례나 경험을 추가
적으로 인용함으로써 주장을 재강조하거나 독자로 하여금 글의 의미
를 새롭게 되새기도록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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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하기
결론 작성 방법은 글의 주제나 구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학술적 글쓰기에서는 본론에서 제시된 내용을 요약하고, 필요한 내용
을 덧붙여 마무리하는 방법이 가장 기본적인 끝맺기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이미 앞에서 한 번 제기된 내용 중 중요한 것들을 다시 반복,
강조함으로써 논의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독자에게 분명한 인식을
남겨 준다.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
까. 거의 모든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과실로 일어난다. 이는 대부
분 교통법규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통사고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독일의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만약 운전자가
반응할 수 있는 단 1초의 여유 시간이 주어진다면 사고의 80%
를 피할 수 있다고 한다. 1초의 중요성은 시속 60㎞로 주행할
경우 17m의 여유 거리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 1초를 찾는 데
필요한 요소는 자동차 운전에 필요한 적절한 지식과 기술, 운전
태도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처음 운전면허증을 받을
때 기본적인 도로파악 기술만 배우게 된다. 교차로에서는 어떻
게 해야 하며, 좌회전을 할 때는 어떤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효과적인 제동 방법, 장애물을 피하는 핸들 조작법,
안개길 등 이상기후 때의 적절한 운전 방법, 눈만을 사용하지
않고 숨어 있는 위험에 대해 시선을 이용하는 방법 등은 배우
지 않는다. 심지어 올바른 운전 태도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 운전자들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1초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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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운전 기술과 태도에서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
기술과 태도의 습득을 위해 노력은 하지 않고 결국 몇 년간 시
행착오를 거치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다. 거의 모든 운전자들은
자기 스스로 훌륭한 운전자라고 생각하지만, 옆자리의 동승자
입장에서 보면 생각이 달라진다. 운전 능력에 믿음이 가는 운전
자도 있지만, 두 번 다시 그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 탑승하고 싶
은 생각이 들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인지, 판단, 조작의 계속적인 반복으로 이뤄지는
연속된 동작이다. 따라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상
주의력을 집중해 위험이 발생했을 때 이를 재빨리 인식해야함
은 물론,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방어운전의 태도로 사고를 미연
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교통사고는 운전자, 자동차, 도로 환경의 3가지 요
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지만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운전
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제적인 운전 기술의 사전 교육과
운전자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최고의 운전자가 되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다름 아닌 ‘열린 마음’, 즉 운전을
항상 개선하고 배우려는 마음가짐이다.
위의 예문에서는 밑줄 친 부분에 본문의 내용을 짧게 요약한 뒤 필자
가 강조하려는 핵심적인 주장만을 간단히 덧붙여 글을 끝맺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독자들은 본문에 제시된 내용을 다시 상기하면서
글의 주제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다.

■ 요약으로 결론을 쓰는 경우 다음과 같은 마무리 어구들이 사용
되기도 한다.
예) “앞에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상에서 말한 것들을
다시 살펴보면”, “정리해보면”, “결론적으로”, “다시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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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결책 제시나 행동 촉구하기
결론부에서 본론의 내용을 강조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행동의 촉
구로 끝을 냄으로써 독자의 적극적인 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결
론에 이 방법을 이용하면 독자에게 주제에 대한 강하고, 분명한 인상
을 전달할 수 있기도 하다.
앞에서 살펴본 영상저작물의 특례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제작자가 자유롭게 유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현재 영상저작물을 전
체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만 영상저작물의 제작자가 저작권을
양도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저
작물의 제작자는 계약을 통해 감독들이 보유할 수 있는 모든
저작권을 양도하도록 하고 있고, 배우들에 대해서도 계약으로
모든 저작인접권을 양도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
은 정작 창작하는 데에 기여한 감독들이나 배우들이 어떠한 권
리도 가질 수 없게 하고 있어, 저작자들이나 저작인접권자들에
게 더 이상의 동기 부여가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법률 개정과
저작권 협의 기구 설치를 통해 저작자와 인접권자들이합리적인
액수로 합의점을 찾고, 제작자들은 이를 지급해 저작권과 저작
인접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더욱 자유롭게 영상저작물을 이용,
이를 통한 수익을 증대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디지털 시대, 다종
다양한 2차 시장이 탄생하는 이때를 저작자(창작자)와 제작자
모두가 웃으며 향유할 수 있는 길이 하루빨리 열리길 기대한다.
본론에서는 저작권의 소유가 저작자와 인접권자들의 제작 동기 부여
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결론의 앞부분에서는
본론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여 합리적 저작권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했
다. 그런데 이 글에서는 여기에 더해 영상저작물의 활발한 유통과 2차
시장 형성을 위해 법률의 개정과 저작권 협의 기구 설치라는 행동촉
구가 추가로 제시되고 있다. 대개 해결책 제시는 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 부분이다. 본론부에서 해결책 제시의 필요성이 충분하게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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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면 결론에서 가능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필자의
주장을 명확히 해주는 것이 좋다.
■ 문제 해결을 결론으로 하는 경우 추상적이지 않은 구체적 해결책
을 제시하도록 한다.
예)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의 세 가지 방안을 실천하도록 하
자. (○)
■ 때에 따라 직접적인 요구나 명령이 독자의 거부감을 불러일으
킬 수 있으므로 부드러운 청유형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효과
적이다.
(3) 범위 확대와 새로운 문제 제기하기
지금까지 본론에서 다루어 왔던 대상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면서 글
을 끝맺는 방법이다. 대개 본론에서는 주제를 선명하게 부각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한정된 범위 안에서 주제를 다룬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이
를 정리해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결론에서 주제와 관련
된 또 다른 문제가 있음을 밝힘으로써 그 의미나 심각성이 단순히 일
회적이거나 특정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성
을 부각시키는 좋은 방법이다. 때로는 글이 지니는 한계와 미처 다루
지 못한 다음 문제들을 제시함으로써 독자의 시야를 넓혀 주고, 관련
된 또 다른 논의로 관심을 확대해 나가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동아시아사>는 한·중·일 삼국의 역사 갈등을 ‘동아시아 지역
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이해’와 ‘지역의
공동 발전과 평화를 추구하는 안목을 기름’으로써 해결하고자
개설된 역사과 선택과목이다. 당면한 역사적 쟁점을 역사교육을
통해 해결하려는 이러한 노력은 ‘동아시아인과 함께 공존하는
평화로운 미래 건설’을 목표로 삼는다는 점에서 미래 지향적이
고 실천적이며, 그 방안으로 ‘상호 이해’라는 가장 초보적인 접
근 방법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145

[붙임 4]

- 중략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디딘 <동아시아사>가 제
대로 된 역사 과목으로 교육 현장에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는
연구자와 교사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무엇보
다 먼저 동아시아 각국의 역사 갈등 해소라는 현실적인 필요
외에, 역사학과 역사교육의 관점에서 <동아시아사>의 정체성을
마련해야 하고, 교과서의 서술 방향과 서술 시 유의점 등에 대
한 다양한 의견 개진과 수렴을 통해 이제 곧 시작될 교과서 집
필 작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일도 시급하다. <동아시아
사> 내용 연구와 교사 연수, 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교수-학
습 자료의 개발도 시작되어야 한다. 이 글이 그러한 일련의 작
업을 시작할 수 있게 하는 작은 발판이 되었으면 한다.
일반적으로 결론에서는 문제를 마무리 지을 분명한 해결책 제시가
요구된다. 하지만 위의 글처럼 해결해야 할 관련 문제를 계속적으로
제시하고, 확대시킴으로써 주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법도 있다. 이
렇게 하면 문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함으로써 독자의 공감을 불러일으
킬 수 있기 때문이다.

■ 결론부에서 새로운 문제를 할 때는 중심 주제의 범위를 벗어
나지 말아야 한다. 결론은 논의를 마무리하는 단계이므로 완전
히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면 또 다른 글쓰기가 된다.
■ 문제를 제기할 때 글쓴이의 주장만을 강조하기보다 독자의 판
단을 요구할 수도 있다. 특히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주제
는 독자의 선택적 판단 요구가 공감을 얻기 쉽다.

(4) 사례 제시나 인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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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에 이르러 내용을 단순 요약하고, 설명을 덧붙이기보다 본론에서
제시한 해결책 등을 실제로 보여 줄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거나 함축
적이고, 상징적인 속담, 격언 등의 인용구를 이용해 결론을 확장하는
방법이다.
바야흐로 등화가친(燈火可親)이란 사자성어가 등장할 때가 되
었다. 이 표현은 당나라 대문장가 한유(韓愈)가 교외에 글 읽으
러 떠난 아들을 위해 쓴 시구 “서늘한 기운이 들판에 이니, 등
불 가까이 할 만하구나(新凉入郊墟, 燈火稍可親)”에서 나온 말로,
가을에 독서를 권면하기 위해 상투적으로 쓰이곤 한다. 그런데
한유까지 포함한 저명한 고인(古人)들이 독서를 권하면서 내거
는 이유가 좀 묘하다. 옛 선비들의 필독서인 ‘고문진보(古文眞
寶)’ 첫 장에는 ‘권학문(勸學文)’이란 글들이 몇 편 나오는데, 하
나같이 부귀공명을 누리고 편하게 한세상 살려면 부지런히 글
을 읽어야 한다는 지극히 공리적(功利的)이고 타산적인 이유를
내걸고 있다. 심지어 호문지주(好文之主)로 알려진 송나라 진종
(眞宗) 같은 이는 “글 가운데 옥같이 어여쁜 여자가 있도다(書中
有女顔如玉)”라며 젊은이의 귀가 솔깃하게 유혹한다.
정말 그럴까? 그 말이 맞는다면 공부를 직업으로 삼은 자는
호화저택에서 미녀를 거느리고 살아야 마땅한데 그런 소문은
도무지 진실로 확인할 도리가 없다. 진작 공부의 허망함을 깨달
은 괴테는 닥터 파우스트의 입을 빌려 ‘비극’ 제1부에서 고백한
다. “아! 이제 나는 철학도, 법학도, 의학도, 게다가 신학까지 열
성을 다하여 속속들이 연구했다. 그런데 나는 이처럼 가련한 바
보구나!” 노학자의 절망을 간파한 악마 메피스토펠레스는 또 이
렇게 속삭인다. “이 세상의 모든 이론은 회색이며 단지 푸른 것
은 인생의 황금빛 나무로다.” 이러한 절망에서 장미와 포도주의
유혹이 슬며시 움튼다.
가을의 빛, 낙엽의 갈색은 사람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효
과가 있다고 하니 이 가을에는 작은 책이나마 한 권 들고 갈색
굴참나무 아래서 세상의 이치를 곰곰이 더듬어 보면 좋겠다. 이
용후생(利用厚生)의 지론을 확인하기 위해 떠난 이국 여행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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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박지원은 선진 문물을 보고 너무 당황하고 기가 꺾인 나머
지 귀국까지 생각하다가 다음과 같이 마음을 다잡는다.
“이는 하나의 질투심이다. 내 본디 성품이 담박해 남을 시기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던 터에 이제 갓 이국에 발을 들여놓고
아직 그 문물의 만분의 일도 보지 못했으면서 벌써 이런 망녕
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찌된 일인가? 이는 내 견문이 좁은 탓
이리라. 석가여래의 혜안으로 시방세계를 두루 살핀다면 만사가
평등할 것이요, 평등치 아니함이 없으리라.”

위의 글은 다양한 사례를 인용함으로써 독서의 의미와 필요성을 효과
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실제 사례나 잘 알려진 인용구를 이용하
는 방법은 독자의 이해와 공감을 얻는 데 더욱 효과적이지만 다음 사
항도 주의해야 한다.

■ 사례를 이용할 때는 있는 그대로 제시하지 말고, 주제에 맞게
각색하고 분량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결론에 사례를 제시할 때
는 가급적 분량을 적게 차지하도록 한다.
■ 사례나 인용구를 이용할 경우 지나치게 일반적이거나 잘 알려
진 내용은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다. 글에 대한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떨어뜨릴 수 있다. 또 지나치게 특수한 것을 선택하면
독자의 공감을 얻기 힘들기 때문에 적절한 대상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 사례나 인용구는 때에 따라 독자의 다양한 해석이 불러일으킨
다. 주제가 흐려지지 않도록 인용 목적과 의미를 직접적으로
언급해 주는 것이 좋다.
2. 퇴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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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마무리 짓고, 한 편의 글이 끝났다고 해서 글이 완전히 완성
된 것은 아니다. 글은 계속해서 다듬고 고치는 과정을 통해 더욱 완성
도가 높아진다. 이러한 과정을 고쳐쓰기, 즉 퇴고라고 한다. 퇴고의 대
상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오탈자의 교정부터 시작해서, 맞춤법과 어
휘, 부자연스러운 표현 다듬기뿐만 아니라 내용의 흐름과 글 전체의
구조 수정까지 모두 포함된다. 처음에 철저한 계획을 세워 글쓰기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글을 쓸 때는 내용을 이어 가는 데
만 신경을 집중하기 때문에 글 전체의 흐름과 짜임새를 자세히 살피
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균형이 맞지 않거나 논지가 흐트러
지는 경우도 자주 일어난다. 따라서 글을 다 쓰고 난 뒤에는 반드시
자신이 쓴 글을 몇 번이고 꼼꼼하게 읽어 보면서 다듬어야 한다.
글을 고칠 때는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잘못된 점이
제대로 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글을 보여 주는 것도 좋
은 방법이다. 자신이 쓴 글의 단점이나 습관적인 실수를 스스로 발견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마감 기한이 임박해서 글을 완성하면 퇴고할 시
간이 없다. 퇴고는 독자에게 글을 내어놓기 전에 글의 오류를 다듬는
마지막 기회이자 정성을 다해 글을 최선의 상태로 만드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퇴고를 위해 초고를 빨리 완성하는 습관을 기를
필요가 있고, 처음 글쓰기 계획을 짤 때부터 여러 번의 퇴고를 염두에
두고 일정을 짜야 한다.
퇴고를 할 때는 다음의 몇 가지 과정으로 나누어 글을 살펴볼 수 있
다.

(1) 구성과 흐름 살피기
퇴고를 할 때는 오탈자나 맞춤법 확인, 문장의 수정 이전에 내용의
전체적 흐름을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다. 각 단락의 내용을 살펴 주제
에서 벗어나거나 처음에 의도했던 주제에서 달라진 내용은 없는지 살
핀다. 또 계획 단계에서 작성한 개요를 잘 따랐는지 서론과 본론, 결론
의 흐름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살핀다. 마지막으로 각 부분의 분
량이 적절하며 균형이 잡혀 있는지, 특정한 부분을 통합하거나 나눌

149

[붙임 4]

필요가 있는지, 내용 순서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2013년 부산 모 대학교에서 신입생의 기강을 잡는다는 이유
ㄱ.

로 속칭 ‘원산폭격’ 등 가혹 행위를 한 선배들이 입건됐고, 같
은 해 서울 모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에서도 새내기들에게 욕설
과 함께 주먹을 휘두른 학생들이 학교로부터 무기정학 등 중징
계를 받기도 했다.
또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대학교 선후배의 인
성’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공개된 글 속에는 “SNS 예절
몰라요? 새벽에 누가 선배 게시글 좋아요 눌러요. 앞으로 주의
하세요.”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글은 한 신입생이 새벽 3
시에 한 선배의 SNS에 ‘좋아요’를 여러 번 눌러 새벽 시간 계
속된 스마트폰 알림에 지친 선배가 후배에게 그만할 것을 요청
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해당 학생이 나타나 사과의 글을 올렸
으나, 해당 학생의 동생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나타나 “좋아요를
누를 땐 선배에게 허락 받아야 하나.”, “새벽 3시에 좋아요 32
개를 눌러 알림이 듣기 싫으면 무음으로 하면 된다.” 등의 댓글
을 올려 이에 선배는 “이건 규칙이 아니라 예의다.” 등을 올리
며 온라인상의 설전이 계속되기도 했다.

ㄴ.

긴 겨울방학 끝에 새 학기가 시작되고, 봄이면 캠퍼스는 들
뜬 분위기로 가득 찬다. 포근해진 날씨에 신입생의 파릇파릇함
이 더해진 까닭이다. 하지만 이맘때쯤이면 이런저런 잡음도 함
께 들려오게 마련이다. 그동안 매년 반복되며 당연시 여겨졌던
여러 대학의 신입생 환영 의식이나 선후배 간의 잘못된 예절
강요가 구설수에 오르는 것이다.

ㄷ.

이런 행동들은 학과의 전통이나 유대감 형성 등으로 포장되
지만 암묵적인 분위기에서 반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선배들은
자신들이 당해왔던 ‘희생’을 똑같이 후배들에게 강요하며 이를
거부하는 태도에 대해 폭력적인 제스처를 취할 수 있다는 부분
에서 심히 문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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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생각해보건대, 우리 모두가 이 전통의 취지나 문제점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전통으로 말미암아 불거지는 인권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어
쩌면 그 책임은 전통이라는 미명 하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우리에게 있을지도 모른다. 성숙한 대학 문화를 위해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할 필요
가 있다. 이는 대학이 다시 지성의 보고로 거듭날 기회이기도
하다.

ㅁ.

성숙한 대학 사회에서 이런 문화들은 반드시 달리 대할 필요
가 있다. 인권 문제를 방관한 채 전통을 계속 유지하는 방식은
옳지 못하다. 그렇다고 아무런 대안 없이 전통을 단박에 없애
버리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라 볼 수 없다. 과연 이 뒤틀린 문
화를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 것일까?

위의 예문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학에서의 잘못된 선후배 관계
를 다룬 글이다. 서론부에서 현재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실
제 사례를 통해 제시하고, 결론에서는 뒤틀린 대학 문화를 바로잡고,
성숙한 대학 문화를 만들기 위한 고민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독자에게 주제가 분명히 전달되기 위해서는 각 부분의 흐름이 유기적
인지, 분량이나 내용의 균형이 적절한지, 단락의 순서를 재배치할 필요
가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하지만 위의 글에는 각 부분의 균형이 맞
지 않거나 매끄러운 흐름을 보이지 못하는 부분이 더러 있다. 이를 구
성과 흐름면에서 고친다면 아래와 같이 고쳐볼 수 있을 것이다.

1. 전체 글의 균형이 맞도록 서론에 사용된 사례의 분량을 줄인다.
2. ㄴ 단락을 ㄱ의 예시 단락 앞으로 옮긴다.
3. ㄹ과 ㅁ의 단락 연결 순서를 변경한다면 주제가 선명해지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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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이 깔끔해진다.
글 전체의 구성과 흐름을 살필 때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자.

■ 처음 작성했던 개요와 비교해 빠뜨리거나 달라진 내용이 없는
지 살펴본다.
■ 선택한 구성이 주제를 전달하는 데 효과적인지 다시 살펴본다.
내용의 배치를 새롭게 할 필요는 없는지 생각해보자.
■ 분량이 적절한지 살펴본다. 각 항목의 내용이 적절하고, 균형이
잡혀 있는지 살펴보자.
■ 글의 내용 중 하나로 합하거나 새롭게 나누어야 할 항목은 없
는지 살펴보자.

(2) 어휘 및 문장 살피기
먼저 앞에서 살펴보았던 글쓰기의 기초 부분을 참고하여 한글맞춤법
과 외래어표기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은어나 비속어, 인터넷 용어, 이
모티콘, 어두 차용어 등을 부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았는지, 문장 부호는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핀다. 이후 내용의 큰 틀을 살핀 후 문
장을 살필 때는 먼저 소리 내어 읽어 본다.
글에는 일정한 리듬이 있기 때문에 소리 내어 읽기 불편한 문장은 좋
지 않은 문장일 경우가 많다. 문장을 고칠 때는 문장의 길이가 지나치
게 길거나 구조가 복잡한 곳은 없는지, 뜻이 모호하거나 중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없는지를 살핀다. 또 잘못 사용된 어휘가 없는지, 불
필요하게 반복되는 어휘가 없는지, 의미가 부적절한 외래어나 지나치
게 어려운 한자어를 남용하고 있지 않은지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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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적인 어문 규정을 지키는 것 외에 문체의 통일성을 살피
는 것도 중요하다.
예) “～다.”, “～습니다.”, “～요.”
■ 문장의 종결부는 글 전체에서 모두 동일하게 사용해야 한다.

(3) 형식 살피기
학술적 글쓰기에서는 글의 내용이나 문장과 단어 수준뿐만 아니라
형식적 측면에서도 통일성을 갖추었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 먼저 요구
되는 표제부의 형식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살피고, 목차가 잘 작성되
었는지 확인한다. 다음으로 목차에 제시한 항목과 실제 써진 내용 항
목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각 항목의 번호나 순서 표
기가 정해진 약속대로 정확히 표기되었는지, 목차에 제시된 것과 동일
한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도표나 그림이 제대로 첨부되었는지, 인용
을 위한 주석 표기의 형식과 위치가 정확한지, 참고문헌이 제대로 정
리되었는지도 꼭 확인한다.

■ 퇴고를 할 때는 곧바로 고치기보다 최소한 글을 완성한 후 하
루나 이틀 정도의 시간을 두고 다시 점검해야 빈 곳이 눈에 보
인다.
■ 대부분 컴퓨터를 이용해서 글을 작성하게 된다. 작성된 글은 화
면상에서만 검토하지 말고 반드시 프린트해서 읽어 보도록 한
다.
■ 글은 결코 한 번에 완성되지 않는다.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적
으로 고치고 다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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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문제
ㄱ. 학식과 덕망을 갖춘 영국신사 몇 사람이 모여 유럽인들의 민족
성을 국가별로 거론하며 폄하시키고는 영국인의 민족적 우월성
을 내세우는 좌담모임에서, 올리버 골드스미스(Oliver
Goldsmith)라는 영국 문인은 유럽 타민족의 장점을 열거하면서
영국인의 단점을 제시해 좌중에 찬물을 끼얹고 말았다.
모두들 의아한 표정으로 ‘어떻게 정부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
자기 나라를 저토록 싸잡아 험담할까’, ‘도대체 애국심이라고는
쥐꼬리만큼도 없는 사람이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파렴치함은 어디서 나올까’ 등의 의구심으로 자기를 취급한
데 대한 불편한 심기를 골드스미스는 「민족적 편견」(National
Prejudice)이라는 자신의 에세이에서 밝힌 적이 있다.
이 사건은 온 세상이 제국주의라는 거대한 물결에 휩쓸렸던
20세기 초반의 일이다. 그야말로 전근대적인 과거의 한 시대적
단면이었다.

ㄴ.

자민족 중심주의는 다른 집단에 대한 적대감과 내 집단에 대한
연대감이 표출된 미개사회의 산물이다. 그러나 지금은 맹목적
애국심까지 동원해야 했던 독립운동 시절도 아니고, 타국과 전
쟁 중인 시기도 아니다. 소위 글로벌 환경의 다문화시대에 살
면서 이제 우리는 왜곡된 귀속감을 버리고, 좀 더 거시적인 안
목으로 사람과 사회를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ㄷ. 한 국가에 속하는 국민이 자신의 국가에 애착심을 가지고 국가
의 운명을 자기의 운명과 같다고 여기는 감정을 나쁘다고 탓할
수는 없다. 이러한 감정은 아주 오래 전에 사람이 집단생활을
하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났기 때문이다.
ㄹ. 몇 해 전 어느 인도인 연구교수에게 인종 차별적인 모욕을 해
서 고소를 당한 한국인이나, 현란한 춤과 노래솜씨로 청소년들

154

[붙임 4]

의 우상이었던 보이그룹의 한 멤버가 자기도 기억하지 못하고
까맣게 잊어버렸던 옛날의 발언으로 인해 이 땅을 떠난 사건을
보면, 우리사회에서 변화하는 시대의 시계추를 붙잡고 늘어지
는 망령을 보는 것 같아 아주 불편하다. 이 사건은 유명방송국
시사프로그램의 이슈로까지 부각되었고, 무차별적 애국주의, 악
성 댓글, 소속사의 노이즈마케팅, 극성 팬덤(fandom) 등과 맞물
려 그야말로 ‘무서운 한국인들’이라는 이미지를 외국인들에게
각인시켜 놓고 말았다.
ㅁ. 같은 땅에 살면서도 동일한 혈통의 이민자에게는 애국심을 강
요하고 혈통이 다른 외국인에게는 철저한 배타심을 표출하는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1) 위의 글에서 구성과 흐름이 어색한 부분을 찾고, 어떻게 고치면
되는지 말해 보자.

2) 위의 글을 문장 수주에서 살폈을 때 어색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찾아 직접 고쳐 보자.

◈ 참고문헌 및 자료 ◈
정 연(2008), 고등학교 <동아시아사>의 성격과 내용 체계, 동북아역사논총
19호, 동북아역사재단.
김성언(2009. 1. 11.), 공부, 또 공부,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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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주차

비판적 사고와 말하기

『학습 목표』
가. 비판적 사고와 말하기의 관계를 이해한다.
나. 토론의 준비과정과 실제 토론 방법을 익힐 수 있다.
『학습 내용』
1. 말하기 준비와 방법
비판적 사고와 말하기의 관계를 알고 자기 표현으로서의 말하기 방
법을 익힌다.
2. 말하기 실행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토론의 방법을 배우고 실제 토론을 해 본
다.

1. 비판적 사고와 말하기
‘말을 잘한다’는 개념은 상당히 포괄적이고, 다양한 요인들이 작동한
다. 다만 순발력 있고, 재치 있고, 진행을 잘하는 MC나 아나운서들의
말하기 능력에는 인문학 공부와는 별개로 행동적 연습과 교정과 같은
다른 방면의 연습이 전제 되어야 한다. 모든 면은 아니더라도 말하기
능력 역시 인문학 공부를 통해 향상시킬 수 있다. 심각한 문제에 대한
토론에서 상대방과 설전을 벌이거나, 대중 연설을 잘하는 능력에 인문
학이 상당 부분 도움이 된다. 토론과 연설을 잘하기 위해서는 말에 설
득력이 있어야 하고, 인문학적 지식과 상식, 어휘를 많이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문학의 한 분야인 ‘수사학’도 스피치 능력과 관련
이 있다. 수사학은 고대 그리스 시대에 토론과 웅변을 잘하기 위한 말
의 기술로 개발되었고, 현대에도 독자적 분야로 발전하고 있다. 결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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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문학 공부가 말하기 능력을 향상사카는 중점적인 요인은 스피
치 기술이나 수사적 기법보다는 ‘비판적 사고’와 ‘논리력’을 바탕에 둔
‘설득력’ 그리고 ‘어휘력’이다. 즉, 인문학이 말하는 능력을 높이는 원리
는 글을 잘 쓰게 만드는 원리와 같다.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표현
해 상대방을 설득하고, 상대방의 논리적 허점을 파고들어 토론에서 이
기는 능력, 그리고 상황에 따른 적절하고 고급스러운 어휘 구사가 바
로 인문학을 통해 기를 수 있는 말하기 능력이다.

2. 비판적 사고와 말하기의 실제 - 토론하기
토론은 두 사람 이상의 토론자가 특별한 논제를 두고 정해진 형식을
따라 서로 반대되는 입장을 개진하는 말하기로 현 사회에서 가장 많
이 이뤄지는 의사소통 방식의 하나다. 토론이 일반화된 사회에서 과연
토론이란 무엇인지 토론의 의의 토론의 유형 토론의 원칙 토론의 방
법과 유의점 그리고 토론의 준비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 토론을
대비해 보자.

가. 토론이란?
(1) 토론의 정의
일상생활에서 토론은 문제해결을 위해 여러 사람이 모여 이야기하
는 여러 가지 방식의 대화를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그것은
때로는 ‘토의(討議)’의 의미로 때로는 논쟁(論諍)의 의미로도 사용된다.
하지만 이것은 교육에서 정의하는 엄밀한 의미의 토론과는 거리가 있
다 교육에서의 토론은 다음과 같이 엄밀하게 정의해야 한다.
토론은 두 사람 이상의 토론자가 특별한 논제를 두고 정해진 형식을
따라 서로 반대되는 입장을 개진하는 말하기이다. 토론은 상호 대립적
인 말하기라는 측면에서 상호협력적인 토의와 다르고 엄격한 규칙 아
래 근거를 가지고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말하기라는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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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규칙 없이 상대방을 비방하는 논쟁과 다르다.
(2) 토론의 의의
① 자료조사능력 향상
토론을 하게 되면 자료조사능력이 향상된다. 논제가 주어지면 토론자
들은 토론에 임하기 위해 자료조사를 해야만 한다. 즉 온라인이나 오
프라인을 통해 논제에 적합한 자료를 찾고 정확성 참신성 신뢰성을
바탕으로 조사한 자료를 평가 분석하고 그 자료를 논거 카드에 체계
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하다 보면 자
료 찾기, 자료 분석, 자료정리와 같은 자료조사능력이 향상된다.
② 듣기능력 향상
토론을 하게 되면 듣기능력도 향상된다. 우리 주위에는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남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이야기를 독점하려는 이들이
있다. 그리고 엉뚱한 생각을 하다가 동문서답을 하는 이들도 있다. 어
떤 경우에는 말허리를 자르고 들어오는 이들도 있다. 모두들 듣기 훈
련이 안 되어서 그렇다. 그런데 토론 순서는 남의 말을 경청해야만 하
는 시간이 있다. 이때 내가 끼어들면 토론 규칙을 어기게 된다. 또 들
을 때는 경청하면서 상대방 발언의 주장과 근거를 메모해야 한다. 그
래야만 다음 순서 때 상대방 논리의 허점을 반박하며 확인질문이나
반론을 무리 없이 펼칠 수 있다. 이러한 경청과정을 통해 듣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토론에서 배양하려는 비판적 사고능력을 상대방을
격렬하게 비판하면서 궁지로 몰아넣는 비방이나 싸움닭처럼 사사건건
상대방에 시비를 거는 행위로 오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비판적 사고
능력은 문제해결을 위해 상대방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근거를 가지고
자기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시키는 과정에서 배양되는 것임을 명심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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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스피치 능력 향상
토론을 하게 되면 스피치 능력이 향상된다. 정해진 시간 안에 자기
생각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발언해야 하기 때문에 논리적 말하기 능
력이 향상된다. 어법에 맞는 말로 정확하게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정
확한 용어 사용 능력도 향상된다.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목소리의 크
기와 속도 음색 그리고 억양의 고조와 강약을 조절하여 청중들이 지
루하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표현하는 방법도 익히게 된다. 나아
가 상대팀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예의 있게 말하는 방법도 배우게 된
다.
④ 원만한 갈등해결능력 배양
토론은 의견의 불일치나 대립이 일어나는 갈등의 지점에서 시작된다.
이러한 갈등은 종종 폭력사태나 권위에 기대어 누가 누군가를 강압적
으로 억누르는 양상으로 귀결되곤 한다. 이 지점에서 토론의 방법을
택하면 물리적인 폭력이나 강압적인 태도에 빠지지 않고 갈등을 평화
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토론자는 토론을 통해 갈등을 원만하
게 해결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⑤ 유연성과 주체성 배양
토론은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
는 의사소통방법이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은 흔히 대화의 단절이나 고성이 오가는 언쟁으로 귀결되기 쉽다.
토론은 토론자 자신의 의견이 언제라도 비판당할 수 있음을 인지시켜
주며 상대방의 비판에 정색을 하거나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고 조리
있게 대응하는 능력을 길러준다. 이렇게 토론은 비판에 유연하게 대처
하는 능력을 키워준다. 이것은 서로 다른 견해와 생각 가치와 믿음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다원화된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
는 능력이다. 뿐만 아니라 토론은 수동적인 방관자로 있던 이들을 적
극적인 참여자로 바꾼다. 상대팀의 말을 경청하고 여기에 맞서 자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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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논리적으로 펼치는 방법을 습득한 이들은 일상생활의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이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이게 될 것이기 때문
이다.
⑥ 타인에 대한 이해력 증진
토론은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진 타인의 주장과 근거를 경청하게끔 짜
여 있다. 그리고 토론자는 교육토론에서 나의 소신과 상반되는 입장을
맡아 토론에 임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타인이 왜 저렇게 사
고하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지를 타인의 입장 역시 설득력 있는 입장
임을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역지사지’의 태도로 타인의 입장이나 의
견을 이해하는 관용적 태도가 싹트게 된다. 이를 통해 자신만이 절대
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독선적인 태도에서 빠져나오게 된다. 그래서
토론은 타인을 인정하는 태도를 배우는 방법 이를 바탕으로 어떤 사
안에 대하여 깊이 있고 균형 잡힌 안목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나. 토론의 핵심 과정
토론의 핵심과정은 입론, 확인질문, 반론, 최종발언 네 과정으로 압축
된다. 이 과정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되어 다양한 형식의 토론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 네 과정을 잘 터득하면 어떤 종류의 토론이든
잘 수행해낼 수 있다.
(1) 입론
입론(立論)은 논제에 대해 자기 팀의 입장을 담은 논점 주장을 펼치
는 과정이다. 입론은 이후의 과정을 전개시키는 토대이기 때문에 이후
의 과정을 염두에 두고 논점을 잘 세워야 한다. 입론의 방법과 유의점
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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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제를 가지고 토론해야 하는 이유나 논제를 둘러싼 사회적 배경
을 말한다.
- 찬성 팀은 이 논제가 토론을 해야 할 만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
다는 점을 말함으로써 논제가

토론할 가치와 필요성이 충분히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즉 논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심각한 폐해를 낳게 되므로 문제에 즉
각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

•핵심용어의 개념을 정의한다.
- 핵심용어의 정의는 토론을 겉돌지 않게 잡아준다. 핵심용어의 정의
는 자기 팀의 입장이나 논점을

받쳐주는 기반이 되기도 한다.

- 토론에서 찬성 팀이 먼저 발언하기 때문에 개념 정의 역시 찬성 팀
이 먼저 내린다. 만약 반대 팀이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반

대 팀은 용어의 개념을 재정의 할 수 있다.
•논점을 3~4개 항목으로 정리한다.
- 논점이 너무 많으면 내용을 기억하기도 어렵고 산만할 뿐 아니라
중복되는 경우도 생긴다. 그래

서 논점은 3~4개 항목으로 정리

하는 것이 좋다.
- 논제에 대한 주장을 첫째, 둘째, 셋째 등으로 넘버링을 하면서 한
문장으로 간략하게 말한 뒤 각

논점을 지지해주는 논거를 제시

해야 한다.
- 가장 핵심 되는 논점부터 먼저 제시한다.
•기대효과를 열거한다.
- 자기 팀의 주장대로 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식으
로 내용을 정리한다. 기대효과는
당성을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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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인질문
확인질문은 입론을 마친 토론자에게 상대팀 토론자가 말한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이다. 토론자들이 각자 자신의 주장에만 신경을 쓰고 다
른 사람의 주장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1970년대 이후 CEDA식 토론,
칼 포퍼식 토론에서 확인질문을 도입하게 되었다. 상대팀이 말한 바를
조사한다고 하여 교차조사 상호질문[심문]이라고도 하는데 확인질문이
라는 용어가 쉽고 그 의미를 비교적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판단하여
이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확인질문의 방법과 유의점을 질문자와 응
답자로 나누어 살펴보면 같다.
① 질문자
• 확인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상대팀의 입론을 주의 깊게
경청하면서 질문할 거리를 메모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상대팀의
논점이나 논거의 허점을 찾아내어 이를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한
다. 하여 다음 단계인 반론의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
• 상대팀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만 질문한다.
• 발언내용을 단순히 확인하는 질문보다는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고
상대팀을 반박할 수 있는 질문을 한다.
• 순발력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 상대팀의 입론을 듣자마자 그것을
분석해서 바로 확인 질문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평소 순발력
있는 대응능력을 키워야 한다. 질문자는 상대팀에게 예의 있는 태
도로 질문해야 한다. 확인질문에서는 상대팀을 위협하는 호전적
인 태도나 인신공격적인 발언보다는 재치와 순발력을 발휘하여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잘 유도하는 유연한 태도가
요구된다.
• 상대팀이 발언한 내용을 모두 검토하려 하지 말고 상대팀이 제시
한 논점 중 가장 취약한 부분이나 논리적 허점에 대해 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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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점을 뒷받침하는 논거의 타당성에 대해 질문한다. 자료를 지나
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든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사례를 전
체인 양 말하지는 않는지 주장은 있되 근거가 분명하지 않은지
등을 질문한다.
• 상대팀 토론자들 사이의 의견 불일치에 대해 질문한다. 특히 초보
토론자들은 자료나 의견 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의
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지점을 파고드는 질문을
한다.
• 짜임새 있게 단계별로 질문한다.
• 답변이 길어지는 개방형 질문을 피한다.
• 자료나 사실 확인 등은 ‘예/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단답형의 질
문이 좋지만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도 응답자가 ‘예/아니오’로 대
답할 것을 강권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상대가 짧게
답할 수 있도록 질문을 미리 개발하는 것이 좋다

②응답자
• 응답자는 순간적으로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답할 것이 아니라 당
황하지 말고 자신의 논지와 잘 연관시켜 질문에 간단명료하게 답하
는 지혜가 필요하다.
• 응답자는 꼭 ‘예‘ 혹은 ‘아니오‘로 짧게 대답할 필요는 없다. 응답
자는 자신의 응답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의 형태로 답할 수 있다.
• 응답자는 모호하거나 복합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질문의 정확한 의
미를 질문자에게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응답자는 답을 모를 때는 모
르겠다고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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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론
반론은 상대팀 주장의 허점이나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왜 잘못되었
고 어떤 점이 오류가 있는지를 밝히는 부분이다. 토론은 서로 다른 입
장을 전제로 대립된 의견을 논의하는 말하기이므로 반론은 토론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에 해당한다. 반론의 방법과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

• 상대팀이 내세운 논점이 논제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검토한다.
• 상대팀 근거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검토한다.
- 상대팀 논점을 지지하는 논거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꼼꼼하게 확
인해야 한다. 여기서

반박할 점을 발견하면 왜 반박되어야 하는

지 그 이유를 차근차근 밝혀야 한다.
• 토론에서는 상대팀이 제시한 논점에 대해 비판하지 않거나 또는
그에 대해 자기 팀의 입장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 논점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상대팀이 제시한 논점을 조목조목 다 반박
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뿐 아니라 반박의 내용도 부실해져서 허술한
반론이 되기 쉽다. 이는 다음의 방법으로 해결하면 좋을 것 같다.
- 우선, 중요한 논점부터 집중적으로 반박할 필요가 있다. 반론이 두
번 있는 토론의 경우 첫 반론에서는 상대팀의 논점 중 가장 취약한
점을 공략하고 두 번째 반론에서는 첫 반론에서 빠진 내용을 반박하
는 것이 효율적이다. 찬성팀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은 토론 이전에
작성된다. 그러나 그 외의 나머지 순서는 미리 준비했던 자료를 읽
어갈 것이 아니라 자료를 참조하되 상황에 맞게끔 융통성 있게 대처
해야 한다. 반론 역시 상황에 맞게 유연성 있게 행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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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종발언
최종발언은 지금까지 토론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정리하고 토론 논
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청중들에게 다시 한 번 선명하게 부각시키
는 단계에 해당한다. 최종발언의 방법과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
• 논제에 대한 팀의 입장과 논점 상대팀의 오류나 허점을 간략히 밝
힌다.
• 상대팀의 반박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에 대한 팀의 입장을 밝힌다.
• 자기팀이 요청한 사안에 대하여 상대팀이 답하지 않은 부분이 있
으면 이를 재확인하여 듣는 이에게 각인시킨다.
• 자기팀의 주장이 상대팀의 주장을 압도하는 이유 자기팀의 논점대
로 하면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될 것이라는 점 등을 청중들에게 어
필한다.
• 토론 내용을 압축적으로 담을 수 있는 비유나 일화 등을 활용하여 청중
을 설득하는 것도 좋다.

다. 토론의 준비
토론의 준비 과정에는 논제 분석, 자료 조사, 토론 개요표 작성이 있
다. 실전 토론에 자신감 있게 임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과정을 잘
준비해야 한다.

(1) 논제분석
논제는 토론의 목적과 의도가 드러나도록 토론거리를 잘 다듬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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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의미한다. 논제는 는 ‘~은 ~이다’,

‘~는 ~해야 한다.’와 같이 주

어와 술어가 갖추어진 문장으로 제시해야 한다. 토론자들은 이 문장에
대해 반드시 ‘예’(찬성팀) 또는 ‘아니오’(반대팀)로 답을 해야 한다.

논

제분석에서는 먼저 논제가 어떤 성격을 지니는지 무엇이 쟁점이 되는
지를 살펴야 한다. 그래야 자신이 토론에서 어떤 입론과 반론을 택할
것인지 확실해진다. 한상철(2006)의 견해 를 바탕으로 논제 분석 방법
네 가지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연관된 다른 문제의 해결책으로 논제가 제시된 것인지 살핀다.
예를 들어 ‘담뱃값을 인상해야 한다.’는 논제는 ‘한국인의 흡연율을 낮
추어야 한다. 흡연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 때문에 제기된 것이다.
따라서 담뱃값 인상이라는 해결책이 한국인의 높은 흡연율이라는 문
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를 논하는 것이 이 토론의 주요 쟁
점이 되어야 한다.
② 논제에 언급된 주요개념의 상위개념이나 하위개념이 있는지 살
핀다.
‘법인의 정치자금기부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논제에서 핵심용어인 ‘정
치자금기부’라는 유(類) 개념 속에는 현행 합법화되어 있는 ‘개인의 정
치자금기부’와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는 ‘법인의 정치자금기부’라는 종
(種) 개념이 있다. 위의 논제에 대한 토론에서는 정치자금 기부라는 행
위는 동일한데 왜 행위 주체에 따라 회사를 포함한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는 불법으로 간주하고 개인의 정치자금 기부는 합법으로 간주하
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어야 한다.
③ 논제가 실행되기 위해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지 살핀다.
‘자립형 사립고를 도입해야 한다.’와 같은 논제는 이미 고교 평준화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고교 평준화 폐지에 대한 대안

중의 하나로 자립형 사립고교와 같은 특수학교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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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립형 사립고를 도입해야 한
다.’는 논제를 토론할 때는 왜 고교 평준화가 폐지되어야 하는지 어느
정도 해명되지 않으면 안 된다.
④ 논제가 내포하고 있는 관점이 무엇인지 살핀다.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논제의 경우 찬성팀은 정보 보호
나 표현의 자유와 같이 사용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반대팀은 대개 인
터넷 소문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한다. 따라서 찬성팀은
사용자의 권리와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을 제시하고 반대팀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대한 설명하면서 사용자
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 자료조사
① 자료 찾기와 자료평가
자료 찾기에는 크게 온라인 방법과 오프라인 방법이 있다. 현재는 인
터넷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방법보다는 온라인 방법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찾아본 후 인
터넷 상에서 자료화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것들을 오프라인 상에서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설문조사나 인터
뷰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다. 자료 조사가 끝나면 자료평가에 들어간
다. 자료는 정확성, 참신성, 신뢰성이라는 평가 기준에 따라 필요한 자
료를 선별하도록 한다.
② 자료정리
자료평가까지 끝났다면 이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일이 남았
다 이때 논거 카드를 이용하면 토론에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논거 카드는 조사한 자료를 메모 카드에 일목요연하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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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을 말한다. 논거 카드를 만들지 않으면 토론에서 짧은 시간 내에
필요한 자료를 빨리 찾아내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가 어
렵다. 열심히 발로 뛰어다니면서 찾아낸 자료를 정말 중요한 시점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논제 분석을 잘하고 아무리 열심히 조사했
다하더라도 자료는 한갓 종잇장에 지나지 않게 된다.
논거 카드를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알아보기 쉽고 정확하게 기입한다.
• 토론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손에 쥐고 보기 적당한 크기로
만든다.
• 논점별로 카드 색을 구분하여 서로 섞이지 않게 한다.
• 한 장의 카드에 하나의 논거가 들어가도록 정리한다. 카드를 절약
하기 위해 한 장에 두 개 이상의 자료를 정리하게 되면 이용에 불
편을 겪게 된다.
• 입론에서 주장할 논점의 근거자료들을 정리하고 반론에서 반박할
근거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3) 토론 개요표 작성
토론 개요표는 토론의 전체적인 흐름을 예측하여 한눈에 파악하기
쉽게 정리한 것이다. 토론 개요표를 작성하면 토론의 흐름을 전체적으
로 조망하는 안목을 키우고 토론 전략을 체계적으로 세우며 상대팀의
반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토론 개요표에는 찬반
의 논점과 논거 예상되는 반론, 반론에 대한 대책 등을 기록한다. 그리
고 각 논점의 논거에 대해서는 논거 카드에 상세히 정리한다. 하여 실
제 토론에서는 토론 개요표와 논거 카드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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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문제 01.
✎ 아래의 논제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뒤, 찬성팀과 반대팀은 각
각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지 알아보고 토론 개요표를 작성해 본
다

.
• 인터넷실명제 폐지해야 한다.
• 원자력발전소는 폐기해야 한다.
• 반값등록금 전면 실시해야 한다.
• 강력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해주는 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원정책은 확대되어야 한다.

논제
찬성팀
논점①
논거①
입론

논점②
논거②
논점③
논거③
예상 반론①
대책①
예상 반론②

반론
대책②
예상 반론③
대책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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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주차

인문학적 자기 표현의 실제-2

『학습 목표』
가. 쟁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입장이 타당함을 밝히는 실제적인 글
쓰기를 한다.
나.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실제적인
글쓰기를 한다.
『학습 내용』
1. 텍스트 분석과 자기 표현 방식 탐구
제시된 글을 분석하여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는 효과적인 방안을 모
색한다.
2. 텍스트 구성하기
글의 성격, 목적에 적합한 텍스트를 구성하는 실제적인 연습을 한다.

1. 논쟁하는 글쓰기
논쟁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주장을 말이나
글로 논하는 것을 말한다. 논쟁하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제시문에 나
타나 있는 찬반의 의견 중 한 가지를 택하여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
로 전개해야 한다.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어떤 논리적 근거들을
활용할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 실제적 글쓰기 ① ■

㉮ 세잔느의 그림은 결코 과학이나 전통을 부정하지 않는다.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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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있을 때, 그는 매일 루브르 박물관에 갔었다. 그는 누구든
지 그림 그리는 것을 배워야 하며, 형태나 평면에 대한 기하학
적 연구는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풍경의 지질학적
구조에 대하여 조사하기도 하였다. 가시적인 세계 위에 표현된
이러한 추상적인 관계들이 그림 그리는 행위에 작용되어야 한
다. 이는 마치 테니스 선수가 공을 칠 때마다 게임 규칙이 뒤따
르듯이, 화가의 붓질에는 자율성과 대상이 나타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화가의 손놀림을 주도하는 것은 단지 원근법이나 기하
학 또는 색채에 관한 규칙 등의 특수한 지식이 아니다. 그림을
서서히 드러나게 하는 운동을 주도하는 것은 오직 하나, 자율성
과 절대적인 충실성으로서의 자연뿐이며, 바로 이것이 세잔느가
‘모티프’라고 설명했던 것이다. 그는 풍경의 지질학적 토대를 찾
는 데서부터 출발했으며, 세잔느 부인의 말에 따르면, 그 다음
순간 그는 꼼짝 않고 눈을 뜬 채, 주변의 풍경과 함께 서서히
‘싹을 퍼뜨려’ 나갔다.
그는 풍경 지형의 골격을 그린 최초의 목탄 스케치를 채우기
위해 그림의 각 부분을 칠하기 시작했다. 이미지가 채워지고 연
결되어 뚜렷이 나타남과 동시에, 서로 잘 어울리는가 싶더니 어
느 한 순간 단박에 그림이 완성되었다. “풍경은 나를 통해서 스
스로를 사유하며, 나는 그것의 의식이다.”라고 세잔느는 말하고
있다. 예술은 본능적 욕구나 훌륭한 취미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
떤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표현 과정일 뿐이다. 마치 언어
의 기능이 우리에게 혼돈된 방식으로 나타난 것의 본질을 파악
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인식 가능한 대상으로 보여주는 것과 마
찬가지이다. 가스께의 말을 빌리면, 화가의 임무란 창조적인 눈
으로 ‘객관화’하고 ‘투영’ 시키고 ‘포착’하는 일이다. 언어가 그것
이 지시하는 대상과 동일한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그림이
란 현실을 그대로 모사하는 어떤 눈속임이 아니다. 세잔느는 그
자신의 말처럼 “이제까지 전혀 그려진 적이 없었던 것을 완전하
게 그림으로 옮겨 놓았던” 것이다. 우리는 끈적끈적하고 애매한
겉모습을 잊고, 그 외양을 뚫고 그들이 제시해 보이는 사물로
곧장 다가서게 된다. 화가는, 만일 그가 아니었더라면 의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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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분리된 삶 속에 갇힌 채로 있었을 것들, 즉 사물을 담는 요
람인 외양의 떨림을 가식적인 대상으로 재포착하여 적합하게
변화시킨다. 이러한 화가에게는 단지 하나의 감정, 즉 낯설음의
느낌만이 존재할 따름이며, 하나의 서정, 즉 존재의 끊임없는 재
탄생의 서정이 있을 뿐이다.
✎ 제시문 정리

㉯ 인간의 감정을 즐겁게 하는 인공적 기술, 즉 인간에게 쾌의
감정을 제공하는 인공적 기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대뇌를 전
기로 자극해 쾌의 감정을 제공하는 기술은 가장 최신의 인공적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술은 인간의 감정을 즐겁게 해주는
오래된 인공적 기술이다. 미술은 시각을 통해 인간의 감정을 즐
겁게 해주는 기술이다. 음악은 청각을 통한 기술이다. 오페라나
영화는 시각과 청각을 종합하여 인간의 감정을 즐겁게 해주는
기술이다. 춤은 육체를 통해 인간의 감정을 즐겁게 해주는 기술
이다. 이처럼 인간의 감정을 즐겁게 해주는 인공적 기술로서의
예술도 어떤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출현하였다. 예술을 위한 예
술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술은 그 무엇인가를 위한 예술이다. 그
무엇인가는 번식과 생존이다. 예술은 번식과 생존을 증진시키기
위해 우리의 감정을 즐겁게 해주는 인공적 기술이라는 것이다.
다윈은 아름다움이란 종족 번식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준
다고 보았다. 아름다운 꽃은 벌의 눈에 잘 띄어 번식에 유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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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민들레나 쐐기풀과 같이 바람에 의해서 수정되는 꽃은 아름
다운 빛깔을 띠지 않는다. 따라서 만일 곤충이 지구상에 존재하
지 않았다면 식물은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열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잘 익은 딸기와
버찌가 아름다운 색깔을 띠는 것은 잘 먹혀서 그 종자가 배설
물에 섞여 전파되기 위함이다. 조류, 어류, 파충류, 포유류 등의
경우는 어떠한가? 이들 생물의 경우 수컷들의 아름다운 형태나
음색은 끊임없이 암컷들에 의해 사랑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이다.
다윈은 미적 감정을 포함하여 슬픔, 노여움, 사람 등의 다양한
감정에 대한 자신의 논의가 인간을 포함한 생물 일반에 모두
적용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예술이 미적 감정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은 다윈이 살았던 서양 근대의 대표적 관점이었다. 따
라서 생물 일반의 미에 대한 논의가 인간의 예술에도 타당하다
는 점을 다윈 스스로 인정하리라고 추측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 제시문 정리

㉰ 플라톤이 모방을 거론한 것은 예술의 공통적 특성으로서의
모방의 신비를 친절히 설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는 아니었다.
모방은 두 가지 사실 사이에 어떤 관계를 설정한다. 즉 모방의
대상과 결과는 성질상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 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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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 것이다. 모방의 이론이 그 관계를 설명하는 일은 그 최
대의 과제로 삼을 것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모방의 대상이 통
상적 의미의 훌륭한 것일 때 그것의 모방의 결과는 (잘만 모방
한다면) 역시 ‘훌륭한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플라톤은 문학적 모방의 대상은 훌륭한 것이 못 된다
는, 따라서 그 모방의 결과도 결코 훌륭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결론은 그의 인식론 내지 형이상학의 기본
전제에서 필연적으로 나올 성질의 것이다. 누구나 잘 알고 있듯
이, 그의 형이상학은 관념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무상하고 무질
서하고 복잡다단한 이 감각의 세계를 초월하여, 영원불변하고
절대적 질서와 조화가 실현된 관념의 세계가 존재한다. 관념은
곧 진리이다. 불변의 관념의 세계, 곧 진리의 세계는 철학, 특히
플라톤 식의 기하학적 철학으로써만 간혹 도달할 수 있을 뿐이
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만물은 그 진리의 모습의 타락된 환영
에 지나지 않는다. 예술은 불행히도 철학이 못 되기 때문에 진
리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다. 그것은 단지 감각의 세계를 다루
는 정도에 그치며, 그것도 제대로 그 세계를 다룰 수 있는 기술
을 가졌다기보다는 단지 흉내를 낼 수 있을 따름이다. 예술적
모방은 진리로부터 사람의 정신을 멀어지게 만들며, 따라서 순
전히 사람의 감각 기능을 교묘히 현혹시켜 어리숙한 사람의 경
탄을 자아낼 뿐이다. 그러한 모방이 진리로 받아들여지기도 한
다니 한심하다는 것이다.
✎ 제시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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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문제
제시문 ㉮, ㉯를 각각 고려하여 제시문 ㉰에 나타난 논지를 비판해
보자.

비판 대상인 제시문 ㉰와 비판의 관점인 제시문 ㉮, ㉯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이다. 비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는 비판의 대상으로 주어진 제시문 ㉰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문제에서 논지를 비판할 때 제시문 ㉮와
㉯를 각각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비판에 개인의 관
점이나 논리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각 제시문의
입장에서 제시문 ㉰를 다각적으로 비판해야 하므로 제시문 ㉮와
㉯의 논지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비판의 관점인 두 제시문
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제시문 ㉰를 명확하게 비판할
수 없다.
■ 실제적 글쓰기 ② ■

㉮ 양심적 병역 거부란 병역과 집총(執銃)을 자신의 양심에 반
하는 절대악이라 생각하여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본
인의 종교적 신념이나 정치적 신조 등에 위배된다고 확신하여
그것을 행하는 사람을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고 한다. 이러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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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 제도를 수용하지 않은 결과, 우리
나라에서는 한 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과자로 전락한다. 양심
의 자유를 국방의 의무보다 우선시했다는 이유다. 따라서 그들
은 사회생활을 시작할 나이인 20대에 전과자가 되고, 그 낙인
때문에 공기업이나 대기업 취업은 어렵게 된다. 양심의 자유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본권이자 보편적 권리가 아닌가.
이런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고
대체 복무제 도입을 권고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헌법에 보장
된 양심이 자유의 보호 범위 안에 있으며, 양심의 자유는 국가
비상상태에서도 유보될 수 없는 최상급의 기본권이라고 규정한
결과다. 타이완의 예를 통해 시기상조란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
다. 타이완은 우리나라보다 안보 현실이 좋지 않다. 우리나라 절
반의 인구로 60만 병력을 유지하면서도 대체 복무제를 도입한
그들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사회복지 요원으로 활용해 복지
사회를 앞당겼다. 또한 현실적으로 병력 감축 등이 진행되고 있
는 상황인 만큼 안보 환경이 대체 복무제 도입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인권위의 생각이다.
여전히 철책선을 사이에 두고 남한과 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현 상황과 병역 기피로 인한 사회문제 발생 등 그 부작용이 우
려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각종 병역 특례 제도처럼
대체 복무의 형태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유독 양심적 자유를 선
택했다는 이유로 전과자가 되어야만 하는 현실은 분명 문제가
있다. 이런 이유로 헌법 재판소는 병역법 합헌 결정을 내렸으면
서도 대체 복무 제도를 권고한 것이다. 앞으로 이 문제는 해당
부서와 시민 단체, 국민 등이 활발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거
쳐 대체 복무제 도입 권고를 수용하는 입장으로 나가야 할 것
이다.

✎ 제시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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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다. 따라서 남북이 여전
히 대치하는 현실에서 종교의 자유를 국방 의무보다 우선 순위
로 놓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고 국방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대
체 복무제도 도입을 권고한 것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인권위는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
유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으니 이
역시 우리나라의 군사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 대법원은 이미 양심적 병역 거부자
에 대한 상고심에서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에 우선시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죄를 확정했으며,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조항이
대체 복무를 통한 양심 실현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제기한
사건에 대해 합헌을 결정함으로써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논란에 확실한 결론을 내렸다.
또한, 국방의 의무보다 종교의 자유를 우선시한다면 군대에
입대한 수많은 젊은이들과 입대 예정자들에게 큰 절망과 상실
감을 안겨줄 것이다. 이러한 논란 자체가 그들에겐 큰 절망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더불어 우리나라 국민의 안보 의식마저도 약
해질 우려가 높다. 기독교 등 일부 종교계에서도 인권위의 결정
은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병역 거부 인정은 병역 거부를 확산시키고 국민의 위화
감을 조성해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크다. 병역은 병
역 의무를 다하는 것이지 다른 것을 대체될 수 없다. 특정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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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에게 군 복무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제도
는 이해할 수 없다. 더군다나 대통령 직속 기관인 인권위가 국
가 안보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 병역 기피를 양심의 자유란 이
름으로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은 그만두어야 한다.
✎ 제시문 정리

연습 문제
제시문 ㉮와 ㉯는 인권위의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글이다. 자
신이 옹호하는 입장을
정해 제시문을 참고로 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현해보자.

2. 문제 해결형 글쓰기
문제 해결형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규명하고 이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는 글쓰기 유형이다. 이러한 유형의
글쓰기는 주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문제와 관련된 것들이 대부
분이기 때문에 타당하고 적절한 원인 분석을 통해 실현 가능한 대안
을 제시하면 된다.
텍스트만 보고도 누구나 알 수 있는 핵심 사항은 기본적으로 파악해
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보다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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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질적인 문
제에 접근하여 사고하고 글을 작성할 때 더욱 설득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실제적 글쓰기 ■

㉮ 인간의 진정한 가치와 삶의 궁극적 의미를 탐구하는 인문학
은 시대를 초월하여 가꾸어 가야 할 소중한 문화 자산이다. 그
러나 무차별적 시장 논리와 효율성에 대한 맹신이 팽배한 우리
사회에서 인문학은 그 존립 근거와 토대마저 위협받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특히 대학의 상업화로 말미암아 연구 활동과
교육 행위마저도 단지 계량적 평가의 대상과 상업적 생산물로
변질되고 있다.
우리 인문학자들은 이러한 시대 상황의 구조적 변화가 갖는
공동체적 함의를 감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
해 책임을 통감한다. 또한 복잡다기한 사회 현실의 문제들을 입
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참신한 학제 간 연구 방법론의 개발
에 소홀했으며, 새로운 사회적 요구와 수요가 반영되도록 인문
학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겸허히 받아들인다.
세계화의 급류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충돌을 해소하고 평
화적 공존과 문화적 다양성에 입각한 국제 사회의 건설을 위해
우리에게는 그 어느 대보다도 인문 정신이 필요하다. 인문 정신
이 경시된 과학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기존의 사회 운영 원리
와 도덕의 해체, 생명 경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인
문학은 기술 변화가 가져올 사회적∙문화적 파장에 대해서 성찰
하고 과학적 탐구의 윤리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인문학자들은 잘못
된 사회 현상에 대한 비판 정신과 더불어 풍요로운 삶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창조 정신을 고양해야 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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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러 인문학의 쇠퇴가 지식 생태계의 파괴로 이어지는 것을 막
기 위해 인문학의 존립을 위협하는 현재의 열악한 환경은 반드
시 개선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도 인문학의 독자성을 존중하고,
자생적인 인문학의 발전을 위한 지원과 격려를 아까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고려대학교 문과 대학 교수 일동(2006), <인문학 선언> 일부.

✎ 제시문 정리

㉯ 왜 인문학인가? 왜 인문학이 중요하며 우리의 삶에 절실한가?
또 그토록 중요한 인문 정신이 죽네 사네 하는 지경에 이른 까닭
은 무엇이며,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우리는 무엇을 반성하고 고
쳐가야 하는가? 그리고 또 왜 우리는 너무나 막연하고 거대해서
공허하기까지 한 이 질문들을 지금 당장 스스로에게 아프게 던
져야만 하는가?
(중략)
좌담의 내용과 형식 자체로써 우리가 복원해야 할 인문주의의 전
범(典範)을 연출했다.
차○○ : 인문학의 위기를 진단하기에 앞서, 그 기원을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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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 같아요. 말의 기원, 어원처럼 말이죠. 저는 지금 이 위기가
인문학의 본질에 닿아 있다고 봅니다. 인문학이란 인간과 인간의
가치에 관한 학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조건, 삶의 조건이 급변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시대, 공자 시대의 인간에서 생
명 공학, 정보 통신 사회의 인간이 된 거죠. 그렇다면 지금 위기의
기원은 오래된 것이며, 다만 조금씩 심화해 왔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의 경우 1960년대 개발 시대 이후 그 병증이 급격하게 악화
됐습니다. 외적으로는 상업화∙산업화라는 인문학적 환경의 변화
이고, 내적으로는 인문학 자체가 변화된 세상에 충실히 적응하지
못한 채 전통적 방법과 사고방식을 고수한 것입니다.
정○○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문학의 위기를 논하는 자리에서
아직도 엉뚱한 소리들이 들려요. 우리 인문학이 식민지화했다,
쇼비니즘으로 치우쳤다, 이념화했다, 패거리 문화를 형성했다, 학
문 간 교류가 빈약하고 배타적이다 등등 구구한데, 그것은 인문
학의 문제가 아니라 학문 풍토 전반의 문제라 해야 옳습
니다. 우리 인문학 자체의 연구 성과는 불문학의 예만 보더라도
괄목하게 발전해 왔어요. 우리 학자들이 프랑스에서 불어로 쓴
논문이 현지의 유수 학술 전문 잡지에 실리고, 우리 정부의 보조
없이 유수 출판사에서 책을 내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왜 대학에
학생들이 안 와서 폐과 지경에 이르고, 그나마 사정이 낫다는 영
문학과는 셰익스피어를 제쳐 두고 시사 영어로 기울어질까
요? 저는 차 선생의 말씀처럼, 1960년대 이후 우리 사회의 교
양을 담당하던 계층이 급속히 붕괴된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효율성과 합리성, 물질적 풍요와 이윤 지상의 이념 하에
전통적 사대부∙선비 계급의 역할을 대신할 지식∙교양 엘리트층이
설 땅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책임은 매스컴, 특히
텔레비전이

져야

합니다.

정신적인

것을

무가치한

것으로

몰아간 이윤 추구의 주체들, 즉각적이고 본능적인 욕망에 기생
해 온 대중문화, 그리고 과학기술문화 만능 정신이 야합한 결과
지요. 가장 대중적 레저 수단이라는 텔레비전 앞에서 인간은 역설
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인간회복을 위한 레저’의 문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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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한 것입니다.
유○○ : 이 위기가 1960년대 이후 심화했다는 데 대해 전적으
로 공감합니다. 다만, 거기에는 인문적 가치를 도외시한 산업화
세력 못지않게 거기에 맞선 ‘민주화 세력’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들은 운동의 효율성을 위한 특유의 실천적 논리 하에 인문적
가치, 인간적 가치를 밀쳐 냈습니다. 근본적인 반지성주의, 반지
식인주의가 싹튼 것이지요. 지식인을 ‘먹물’이라고 칭했던 당시의
유행어가 반지성주의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또 민주화 정권이라
는 김대중 정권이 기치로 내건 ‘신지식인상’은 어떻습니까. 그것
역시 친시장적∙반인문적 효율주의였고, 경영주의였어요. 한 마디
로 인문학적 상상력이 앉을 자리를 사회학적 상상력이 차지한
결과입니다. 정보화 사회라는 게 뭡니까. 그 사회의 경쟁력은 정
보에서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정보란 새로워야 하고, 실용적이
어야 하고, 쉬워야 합니다. 그 새롭고(쉽게 교체되고), 실용적이고
(물질적 가치), 쉬운(편의주의, 대중주의) 정보의 전횡 앞에 체계
적∙학문적인 깊이 있는 지식이 대접받을 자리가 사라진 것이지
요.
정○○ :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이 정부 문화관광부의 행태
를 보세요. 그들의 문화 정책 역시 경제지상주의 아닙니까. 한류
니 문화콘텐츠니 하는 것들 역시 근원적 인간의 가치, 인문학적
가치보다 물질적 가치를 우위에 두는, 다시 말해 휴머니티를 배
반하는 행위지요. 문화란 어떤 삶이 인간적인 삶인가. 진실한 삶
의 행복은 무엇인가 하는 괴로운 정신적 과정을 수행하는 것입니
다.
차○○ :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
을 것입니다. 우선 19세기 산업 혁명 이래 우리 삶을 지배해 온
외형적∙물질적 가치와 내면적 삶의 질 사이의 괴리를 메워가는
일입니다. 물질 사회의 빠른 행보를 문(文), 사(史), 철(哲)의 느린
걸음이 따르지 못한 간극을 좁혀야 한다는 거죠. 인문학의 신축
적인 사고가 요구되는 대목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인문학자들은
인공 지능, 인간 복제에 대해 그 위험성은 말했지만 윤리적∙도덕

183

[붙임 4]

적 준거를 제시하지는 못했어요. 또 문화의 양면성, 즉 전문화∙고
급화에 대한 학문적 추구와 ‘쉽게, 쉽게’를 중시하는 대중적 가치
에의 경도입니다. 사회 지식 엘리트들에게 대중적인 메시지를 쉽
게 직접 전달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18세기
유럽의 계몽 사회처럼, 전문가 집단과 대중들을 매개하는 중간층
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회의 의식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인들이 음악∙미술을 후원해도 인문학은 후원하지 않지
요. 해외로 직원을 파견할 때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가르쳐
달라고 우리에게 강연을 요청하면서, 경제연구소나 만들지 인문
학연구소는 만들지 않습니다. 직원을 채용할 때 내거는 전공 제
한도 어불성설입니다.
유○○ : 의식 구조 개혁에 덧붙여 저는 대학 개혁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 마디로 지금은 대학과 대학생이 너무 많
고, 차별성이 없어요. 그래서 1950~60년대 대학생이 지녔던 건강
한 의미에서의 자부심, 교양적 가치 중시의 풍토가 희석됐어요. 교
양을 과시할 대상마저 없어져 버린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 교양
이 대접받을 수 없죠. 대학 개혁 없이 인문학의 위기 극복은 요
원합니다.
정○○ : 저는 정부의 역할도 주문하고 싶어요. 서울대를 비롯한
모든 대학이 취업 예비학교가 돼 버린 현실,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죠. 다만 그럼에도 ‘진리는 나의 빛’이라고 생각하는 학생
들이 나아갈 공간, 가령 프랑스의 ‘국립학문연구소’처럼 ‘국립인
문학연구소’를 설립해야 합니다. 가령 ‘몽골어’ 전문가는 우리 사
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인재지만, 그를 받아줄 대학이나 기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소 같은 기관을 국립인문학연
구소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에게는 ‘건강한
자아 분열’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인문학 전공자가 졸업한 뒤 기
를 쓰고 증권 회사에 취업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 현실 속
에서 증권맨으로서의 대중적 자아(public self)와 불문학도로서의
개인적 자아(private self)를 분열시켜 고통스럽더라도 인문적 가
치를 누리자는 겁니다. 낮에는 시계공으로 일하며 밤에 철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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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스피노자처럼 말이죠. 직장인으로서 돈을 버는 목적 역시
인간으로서의 참된 삶, 진정한 행복을 위한 것이고, 그것은 인문
학적 교양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니까요.
한국일보(2006.9.20.)
✎ 제시문 정리

연습 문제

제시문 ㉮와 ㉯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서술해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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