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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서울대학교가 1962년 7월 20일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법률 제708호) 제14조에 
의한 문교부령 제93호 “명예교수규정”에 의하여 8명의 정년퇴임 교수를 처음으로 명
예교수에 추대한 지도 벌써 60여년이나 되었다. 2020년 9월 현재까지 총 1,544명(작
고 명예교수 476명, 생존 명예교수 1,068명)이 명예교수로 추대되었으나 이들이 재직
기간 중 쌓은 귀중한 학문적 지식과 경험은 명예교수가 되는 순간부터 사장되는 경우
가 허다하여 많은 명예교수는 이를 젊은 후대에 널리 전하여 사회 발전과 국리민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원하였다.
  이에 명예교수협의회는 명예교수가 갖고 있는 탁월한 학문적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
는 「재능기부사업」을 펼치게 되었다. 무료특강을 원칙으로 한 이 재능기부사업은 전
국 고교, 사회단체, 공공기관 등이 대상이다. 그러나 귀중한 특강 내용이 특강을 초청
한 기관 내지 특강 참석자에게만 국한되는 한계가 있어 이를 비참석자에게도 널리 제
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재능기부사업」에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이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고교생을 위한 석학 가이드」를 발행하게 되어 2018년
에 행한 특강 중에서 일부를 추려 「고교생을 위한 석학 가이드 I」을 출간하였고, 
2019년도에 행한 특강 중에서 「고교생을 위한 석학 가이드 Ⅱ」를 그리고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특강을 시행할 수 없어 2018년과 2019년도에 행한 특강 중에서 
다시 9편의 원고를 마련하여 「고교생을 위한 석학 가이드 Ⅲ」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번 호에 게재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논리적인 글쓰기를 위해 세 개의 예
문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을 찾아보는 등의 실제경험을 체득하도록 하였으며, Big 
Data로 대변되는 통계학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도 하였다. 나아
가서 영어를 어떻게 배우는 것이 효율적인지 그 방법을 실례를 들어 제시하기도 하
고, 급격한 사회 발전에 따라 피폐해 가는 인성 회복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
한의 심신수양의 덕목을 권고하는 글을 싣기도 하고, 인간의 행복이 무엇인지 그 근
본적인 물음에 대한 답으로 보편적 윤리를 강조하기도 하였다. 요사이 문학, 역사, 철
학을 ‘문사철’이라 약칭하며 인문학이 세간에 많은 관심을 일으키고 있는데 인문학의 
진정한 의미와 인문학에서 역사란 무엇인지 그 역할에 대한 풀이를 하고 있기도 하
다. 한편 공부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교생을 비롯하여 학부모는 물론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정작 제대로 된 가이드가 없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정답
으로 독해력 향상만큼 좋은 비법이 없음을 지적하고 책을 읽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
였다. 현대를 흔히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하나 4차 산업혁명이 갖는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의 요체를 풀이하고, 세계 패권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실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과거와 현재의 행적을 더듬어 소개하고 있기
도 하다.
  이번호에 실린 글들은 상호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로 
무언가 고교생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대학 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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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주의 고교 생활에서 소홀할 수 있는 것을 바로 잡아주는 청량제 같은 것이다. 지금
까지 3권의 「고교생을 위한 석학 가이드」가 출간되었는데 앞으로 이들 중 10여 편을 
선정하여 포켓형 소책자 또는 웹북으로 만들어 누구라도 쉽게 언제 어디서라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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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

  이 연구는 아래와 같은 학문 분야별 주제에 대한 논의로 종합되었다.

제1주제. 논리적인 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고칠 것인가.

최명옥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1. 서론

  사람은 서로의 생각을 교환함으로써 사회생활을 하고 정보를 축적하고 문화를 발달
시킨다. 생각을 교환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말이지만, 말은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제약을 받기 때문에 문자를 만들어 글로 기록해 둠으로써 말이 가진 단점을 보강한
다. 그 결과 말과 글은 사람들의 생각을 교환하는 가장 중요한 매체가 된다.   생각
을 말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기’라 하고 말을 듣고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하는 것을 
‘듣기’라 한다. 이와는 달리,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것을 ‘쓰기’라 하고 글을 읽고 상
대방의 생각을 이해하는 것을 ‘읽기’라 한다. 초등학교나 중ㆍ고등학교 국어 교육이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사람이 생각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주된 수단이 그 넷이기 때문이다.
  대화나 토론의 경우는 최소 두 사람 이상이 있어야 하므로 거기에는 표현하는 주체
와 이해하는 주체가 있게 되며 서로의 생각을 교환해야 하므로, 생각을 교환할 때마
다 표현하는 주체와 이해하는 주체가 바뀌게 된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표현하는 
주체와 이해하는 주체가 분리되지 않는다. 그러나 표현하는 주체와 이해하는 주체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글’의 경우, ‘글’로써 생각을 표현하는 주체는 ‘필자’(또
는 ‘작가’)가 되고 글을 읽고 필자의 생각을 이해하는 주체는 ‘독자’가 된다. 이 경우
에는 동일한 시간대에 필자가 독자가 되고 독자가 필자가 될 수 없다.
  글로써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둘로 구분된다. 글의 서술방법을 ‘기술(=묘
사), 서사, 설명, 논증’이라 할 때, 하나는 자기의 생각을 ‘기술’(=묘사)이나 ‘서사’의 
방법을 사용하여 표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의 생각을 ‘설명’이나 ‘논증’의 방
법을 사용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앞의 표현에 의한 글에는 필자가 독자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주제)이 ‘무엇’인가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므로 독자는 그 
글을 읽고 필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다’ 또는 ‘이런 것이다’ 하고 나름대로 
상정(想定)한다. 따라서 필자의 생각은 독자의 지적 수준이나 독자가 처해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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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시, 소설과 같은 문학적인 글이 그에 해당한다.
  그러나 뒤의 표현 즉, 설명이나 논증의 방법을 사용하여 표현한 글에는 필자가 독
자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주제)이 무엇인가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글에
는 주제뿐만 아니라 장(章), 절(節)에서 문단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부분에 모두 필
자가 말하려는 것이 무엇인가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설명문, 논술문, 보고문, 논
문과 같은 글이 그에 해당한다. 이런 글을 논리적인 글이라 한다. 그러므로 논리적인 
글은 필자의 생각을 독자들에게 이해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기 때문에 독
자가 그 글을 읽고 필자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면, 그 글은 
논리적인 글이라 할 수 없다.
  문학적인 글은 ‘작가’라는 한정되므로 특수한 부류의 사람들이 쓰는 글이다. 그 점
에서 문학적인 글을 쓰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작가’라는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에 한정
된다. 이와는 달리 논리적인 글을 쓰는 사람은 여러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 예를 들
면,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을 비롯하여 모든 분야의 학자, 법관, 관공서 직원, 일반 회
사원 등의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그 수는 매우 많으며 그 사람들이 자기
의 전공분야나 업무분야에 대하여 쓰는 글은 논리적이어야 하므로 그 글은 논리적인 
글이 된다.
  따라서 고등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하거나 일반 사회로 진출하면 논
리적인 글을 써야할 경우가 점점 증가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학 중에 ① 논리적인 글
을 쓰는 능력은 물론 ② 논리적인 글을 독해(讀解)하는 능력과 ③ 논리적인 글이 가
진 잘못을 바르게 고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그런데 ①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 명
예교수협의회(2018: 30-46)에서 논의한 것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②와 ③을 대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2. 논리적인 글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글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내거나 눈으로 글을 읽는다는 것이 아니다. 그
것은 글을 읽고 해석하여 정확한 내용을 알아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글을 읽는 것’에 
대해서 ‘독서(讀書)’라는 단어 보다는 ‘독해(讀解)’라는 단어가 적합하다.
  논리적인 글에는 책과 같은 긴 글도 있고 설명문, 논문, 잡지나 신문의 논설과 같
은 짧은 글도 있다. 대상 글이 길거나 짧거나 간에 글을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한다는 
독해의 목적에는 차이가 없지만, 독해의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여기서는 ‘독해’를 위
한 대상 글을 자기가 쓴 글과 남이 쓴 글로 구분하여 독해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논
의하기로 한다.
 
 2.1 자기가 쓴 글에 대한 독해의 목적과 방법

  자기가 쓴 글의 독해는 초고의 내용을 고치고 다듬는 ‘퇴고’(推敲)의 단계에서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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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 경우, 독해의 목적은 글 전체의 통일성과 긴밀성 등을 검토하는 데 있다(아
래 ①-⑭ 참조). 그 방법은 ‘주제’와 같은 전체적인 것으로부터 ‘어문규정’과 같은 부
분적인 것으로 진행하는 것인데, 그것을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① 글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② ‘서론’에는 ‘글의 목적’과 ‘논의의 방향’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③ ‘본론’에서는 ‘서론’에 제시된 ‘글의 목적’에 적합한 것만을 논의하고 있는가? 
  ④ ‘본론’의 논의는 논리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모든 주장은 적절한 논거를 바탕

으로 하고 있는가?
  ⑤ 불필요한 내용, 과장되거나 허식적인 내용, 부정확하거나 부당한 내용이 있는

가?  
  ⑥ 제재(題材)가 논리적으로 배열되었는가?
  ⑦ ‘결론’에는 ‘서론’에서 제시한 ‘글의 목적’과 ‘논의의 구성’에 대해, ‘본론’에서 논

의된 주요 내용이 요약되어 있는가?
  ⑧ 하나의 문단은 화제문과 뒷받침문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⑨ 문단과 문단의 연결에 긴밀성이 유지되고 있는가?
  ⑩ 자기의 생각과 남의 생각이 명확하게 구별되고 있는가?
  ⑪ 모든 문은 문법적인가?
  ⑫ 단어 사용은 적절한가? 특히 용어 사용에 혼란이 없는가?
  ⑬ 잘못된 글자와 빠진 글자는 없는가? 
  ⑭ 어문규정에 맞지 않은 것이 있는가?

  자기 글에 대한 구체적인 독해의 방법은 위에 제시된 질문을 염두에 두고 각 질문
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다. 글을 쓰기 전에 ‘개요’(槪要)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므
로, 자기 글은 작성된 ‘개요’(槪要)를 정밀하게 검토하고 ‘개요’와 작성된 글을 대조함
으로써 물음 ①-⑤의 질문에 대한 답은 쉽게 발견할 수 있다.

 2.2 남이 쓴 글에 대한 독해의 목적과 방법

  남이 쓴 글에 대한 독해의 목적과 방법은 자기가 쓴 글에 대한 그것과는 매우 다르
다. 남이 쓴 글에 대한 독해의 목적은 먼저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것
이며 다음으로 그 글이 가진 문제점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다. 앞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독해의 방식은 그 글을 읽고 분석하여 그 글의 ‘개요’를 작성하는 것이며. 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독해의 방법은 그 글이 목적으로 하는 주제가 적합한가, 논리 
전개가 타당한가의 여부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러한 검토는 그 글의 ‘개요’를 작성
하는 과정에서 구체화될 것이다.
  대상 글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 글의 ‘개요’를 작성하기 위한 독해 과정은 다음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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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로 나눌 수 있다. (1) 내용 탐색을 위한 단계, (2) 주요 내용을 발견하기 위한 단
계, (3) 발견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검토하는 단계가 그것이다.

  (1) 내용 탐색을 위한 단계
  이 단계는 글 전체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책을 읽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끝낸다. 그것은 좋은 독해 방법이 아니다. 소설
이라면 몰라도, 논리적인 글을 그런 식으로 읽으면, 전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정신을 집중하여 상세하게 읽은 결과 교착 상태에 빠져서 나무만 
보고 숲을 볼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글 전체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
분들을 이해하려고 애쓰기 전에 그 전체를 탐색해야 한다. 이것은 어려운 여행을 시
작하기 전에 지도에서 여행 경로에 대해 세심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과 같다.
  대상 글이 책인 경우, 내용 탐색을 위해서 ‘책 이름’, ‘서론’(=머리말), ‘내용 목차’(=
차례), ‘결론’을 읽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책 이름’에서 그 책의 주제를 알 수 있으며 
‘서론’에서 그 책의 저술 목적과 그 목적에 대한 연구사 개관, 이론과 방법, 논의의 
구성 등을 알 수 있다. 또 ‘내용 목차’에서는 ‘서론’에서 서술한 논의의 구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주제가 어떻게 전개되는가도 알 수 있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서론’에 제시된 ‘연구 목적’과 ‘논의의 구성’과 ‘내용 목차’에 대한 본론
의 중요한 논의 결과를 알 수 있다. 이 정도이면 그 책의 전체에 대한 충분한 탐색이 
될 것이다.  
  그런데 대상 글이 논술이나 논설(잡지나 신문의) 등과 같이, 5문단에서 15문단 정
도의  짧은 글인 경우에는 내용 탐색이 ‘책’의 경우와 같지 않다. 짧은 글에는 ‘서론, 
본론, 결론’이 명시되어 있지도 않고 ‘내용 목차’도 없기 때문이다. 
  대상 글이 짧은 것일 경우, 내용 탐색을 위해서 먼저 그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빠
른 속도로 읽는다. 그러면서 그 글이 무엇에 대한 것인가(=주제), 그 글의 내용이 어
떻게 전개되는가(=주제의 전개)를 찾아내도록 해야 한다. 글을 읽는 과정에서 계속적
으로 반복되는 단어(특히 명사)가 어떤 것이 있는가, 그 중에서 넓게 분포되어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 빈도수가 높고도 넓게 분포되어 있는 
명사는 그 글의 주제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 주요 내용을 발견하기 위한 단계
  책과 같이 긴 글이나 논술, 논설과 같이 짧은 글이나 그 글은 다음 <그림 1>과 같
은 구조를 가진다.
  먼저 대상 글이 책인 경우, ‘서론’의 첫 문단이나 끝 문단을 주목하여 읽으면 그 책
의 ‘주제’(=글의 목적)가 무엇이며 ‘논의’가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그
리고 ‘본론’의 중요 내용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각 장(章)과 (장이 다시 몇 개의 절(節)
로 구분된다면) 각 절의 첫 부분이나 끝 부분을 주목하여 읽어야 한다. 필자는 대개 
각 장이나 절의 첫 문단에 그 장이나 절에서 논의할 것이 무엇인가를 제시하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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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이 긴 경우에는 끝 문단에 
그 장의 논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단은 화제문(=중심문
장)과 뒷받침문으로 구성되며 화
제문은 문단의 처음에 제시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가끔 문단의 
끝에 제시되는 경우도 있다. 화
제문과 뒷받침문으로 구성되는 
문단을 내용문단이라고 하는데 
내용문단의 길이가 너무 길어지
는 경우에, ‘원인과 결과’, ‘문제
와 그 해결’, ‘의견과 그에 대한 

지지 이유’ 등과 같은 기준에 의해 다시 문단을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된 문단
을 화제문이 없으므로 형식문단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필자가 말하려는 중요 내용은 
내용문단에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서론’과 ‘각 장’과 ‘각 절’ 그리고 ‘각 내용문단’에서 찾아낸 중요 내용을 
‘화제’나 ‘문(文)’으로 나타내고 그것들과 ‘결론’에 정리된 내용을 종합하여 ‘개요’를 
작성할 수 있다.
  다음으로 대상 글이 짧은 것인 경우, 그런 글에는 대개 ‘서론, 본론, 결론’이 명시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첫 문단이 ‘서론’이 되고 끝 문단이 ‘결론’이 된
다. 그리고 나머지 문단은 모두 ‘본론’이 된다. 그러므로 첫 문단에서 그 글의 목적(=
주제)과 논의의 구성(이것이 제외되기도 함)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본론’에 해당하
는 내용문단에서 중요한 논의 내용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찾아낸 중요 내용을 ‘화제’나 ‘문’으로 나타내고 그것들과 ‘결론(짧은 글인 
경우에 본론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정리가 없고 주요 내용이 포괄적으로 서술되기도 
함)’의 내용을 종합하여 ‘개요’를 작성할 수 있다.
 개요를 작성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① 작성된 개요가 주제의 전 영역을 포괄하는가?
 ② 각 항목은 논리적으로 배열되어 있는가? 같은 등급의 항목들 사이에는 대등한 관

계가 성립하는가? 상위 항목의 내용과 그에 대한 하위 항목의 내용 사이에 포함
하고 포함되는 관계가 성립하는가? 

 ③ 각 항목들에 부여한 번호나 기호는 합당한가?
 ④ 모든 항목은 화제 개요일 때는 모두 ‘화제’로, 문 개요일 때는 모두 ‘문’으로 일

관되게 표현하고 있는가?

  (3) (2)에서 작성된 개요를 검토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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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에서 작성된 개요는 독해자가 작성한 것이므로, 아무리 신중하게 작성했다고 하
더라도 대상 글의 필자가 작성했던 개요와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 점
을 고려하여, 먼저 독해자가 작성한 개요 자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때의 검토 
기준은 위에 제시된 개요 작성시에 고려할 사항과 동일하며 검토과정은 ①에서 ④까
지 순서대로 한다.
  독해자가 작성한 개요에 문제가 없다면, 이제는 작성한 개요의 각 항목과 그에 해
당하는 대상 글의 내용을 대조하면서 검토한다. 그런데 독해자가 작성한 개요가 주제
를 벗어난 부분이 있거나 논리전개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독해자가 개요 작성을 
잘못했거나 대상 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대상 글과 대조할 때
에 특히 그 부분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그 결과, 독해자가 작성한 개요 부분이 잘
못된 것이라면 작성된 개요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고, 작성된 개요 부분과 대상 글이 
일치한다면, 그 부분이 대상 글이 가진 문제가 될 것이다.

3. 논리적인 글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여기서의 논의 내용은 2.1과 2.2의 독해 결과로 발견된 대상 글의 내용에 대한 개
요를 작성하고 작성된 ‘개요’에서 발견되는 문제를 바로 잡는 것이다. 대상 글은 ‘학
술적인 글’과 ‘학생의 논술문’과 ‘필자가 알려지지 않은 짧은 글’이다. 원문에는 문단 
번호가 없지만, 논의의 편의를 위해 필자가 번호를 붙였다. ‘[1], [2], […], [7]’ 등은 
문단 번호이고 ‘①, ②, […], ⑦’ 등은 문(=문장) 번호이다.
  다음 [예문 1]은 학술적인 글의 일부인데 그 자체로 완결된 글이다.

[예문 1] 
 [1]①역사학은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을 추구하는 것만으로써 만족한다고 할 수가 있을까. 
②예컨대 광개토왕이 어디어디를 언제 정복하고 한군(漢軍)과 왜군을 어디서 격파하고 하
는 등의 구체적 사실들을 기록함으로써 역사학의 임무가 끝났다고 할 수가 있을까. ③지
난 날에는 단순한 사실의 나열만을 가지고서도 역사라고 했었다. ④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기록은 되겠지만 학문일 수는 없는 일이다. ⑤학문으로서의 역사학은 물론 기록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⑥즉 역사학은 과거의 사실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보는 데 가치가 있는 것
이다. 
 [2]①역사적 사실이 지니는 어떤 의미란 우리가 보통 역사적 의의라고 부르는 것이다. ②
이 역사적 의의를 찾는 것이 사실의 탐구와는 차원을 달리한다고 해서 누구나 멋대로 그 
의의를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③종교가나 철학자들도 그들의 신념에 따라서 이
러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것은 신앙이나 철학일 수는 있겠으나 역사학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 ④역사학에서 말하는 역사적 의의의 추구란 것은, 시대적ㆍ사회적인 관련성
을 캐내는 작업을 말하는 것이다. ⑤이같이 시대적ㆍ사회적 관련 속에서 과거의 사실들이 
지니는 위치를 밝히는 것이 역사학의 과제인 것이다. ⑥그러므로 이 관련성을 훌륭히 설
명해 내면 그것이 곧 역사학의 본질에 육박하는 것이 된다고 믿는다. 
 [3]①그러면 시대적‧사회적 관련을 어떻게 찾아낼 수가 있는가. ②이 경우에 역사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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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적으로 사료(史料)에 나타난 증거들을 찾아보게 된다. ③이것은 물론 역사가들이 제일 
먼저 해야만 할 중요한 작업임에는 틀림이 없다. ④그러나 또 이것만으로써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도 분명한 일이다. ⑤가령 신라에서 불교를 받아들여 절을 짓는 데 반
대한 대신(大臣)의 말을 들어 보면, 흉년이 들어서 백성들이 불안하고 이웃 나라 군대가 
침입하여 전쟁이 멎지 않는데 어느 겨를에 백성을 괴롭히어 무용한 집을 짓겠는가 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⑥그러나 이렇게 표면에 내세운 것이 그들이 불교를 반대한 진정한 이
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4]①역사적 인물들이 표면에 내세운 이유만으로 사실과 사실 사이의 관련성을 설명할 수
가 없다면, 무엇으로 이것은 가능하게 되는 것일까. ②그것은 다름 아닌 인간사회를 지배
하는 보편적인 법칙이라고 믿는다. ③불교를 믿고자 한 법흥왕이나 이를 반대한 귀족들의 
태도는 모두 왕권 중심의 중앙집권적인 귀족국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국가종교에 대하여 
일으키는 이 양자의 반응이라는 일반적인 현상과 관계가 있다. ④그러한 현상을 꿰뚫고 
있는 보편적인 법칙이 신라의 경우에도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불교수용의 실제를 훨
씬 더 잘 설명해 주는 것이다. 
 [5]①이렇게 인간사회에서 일어나는 사실과 사실 사이의 관계는 일정한 보편적 법칙의 지
배를 받고 있다. ②이러한 보편적 법칙은 개인의 심리적 반응이라든가 자연환경의 영향이
라든가 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석기ㆍ청동기ㆍ철기 등의 도구의 발달에 따르는 사회의 
변화라든가, 신분의 고하에 따르는 지배층의 특권의식과 이에 대한 피지배층의 갈등이라든
가 등등 이루 셀 수 없이 많은 법칙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③그리고 이러한 법칙들
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역사적인 사실과 사실 사이의 관련성을 해명해 낼 수가 없다. 
 [6]①역사가 보편적인 법칙에 의해서 지배된다고 하면 모든 민족의 역사는 동일해야 하지
는 않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것이다. ②만일 역사를 지배한 법칙이 단 하나밖에 없다는 
일원적인 입장에 선다면 이것은 당연한 논리적인 귀결이 되겠다. ③그런데 실제에는 그렇
지가 못하여 여러 민족의 역사는 각기 다른 양상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④학문에 있어서 
논리적 일관성은 그 생명인 것이며, 이 논리의 귀결이 역사의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에 그 이론에는 잘못이 있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게 된다. ⑤그러므로 일원적인 법칙에 
의한 역사의 이해는 배격될 수밖에 없다. ⑥요컨대 역사를 지배하는 법칙은 여럿인 것이
며, 이 다원적인 법칙들이 여러 민족의 역사를 다양한 것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⑦즉 민족
사의 특수성은 다원적인 법칙들이 결합하는  양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긴 결과인 것
이다. 
 [7]①이러한 다원적 법칙의 이론에 대하여서는 종종 회의와 불안을 표시하는 경우를 찾아
보게 된다. ②그것은 다원론을 제시함으로 해서 역사의 발전에 대한 방향감각을 흐리게 
하고 따라서 문제의 소재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호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하는 의구에서이다. ③그러나 이것은 전혀 오해인 것이다. ④무엇보다도 이것은 엄
연한 객관적인 진리에 대하여 인간의 태도를 겸허하게 할 것이다. ⑤역사에 작용하는 법
칙의 진리에 대한 외경심이야말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⑥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떤 하나만을 고집하고 밀고 나가면 모두가 자연히 해결될 수 있다는 안이한 고정관념 때
문에 얼마나 많은 역사상의 죄악이 저질러졌는가를 생각하면 족하다고 믿는다. 
 [8]①당면한 역사상의 문제를 어떤 하나의 법칙에 입각해서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때
로 필요한 일이다. ②그러나 당면한 그 문제는 그런 방향에서 해결할 수가 있겠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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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해와 분석]
  [예문 1]은 모두 8개의 문단으로 구성된다. [예문 1]이 완결된 글이라고 하면, ‘서
론, 본론, 결론’의 구분이 없으므로, 문단 [1]과 [8]이 각각 ‘서론’과 ‘결론’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문단 [1]과 [8]에서는 ‘서술 목적’과 ‘결론(또는 종합)’이 무엇인가를 
찾기로 한다. 그리고 나머지 문단에서는 ‘화제문(話題文)’(=중심문장)과 ‘화제(話題)’가 
무엇인가를 찾기로 한다.

 문단 [1]: 이 문단이 ‘서론’에 해당한다면 문⑥에 논의의 목적이 있다. 그것은 ‘역사
학의 임무’(=과거 사실에서 어떤 의의를 찾아보는 것)이다.
 문단 [2]: 이 문단의 화제문은 문②이고 화제는 ‘역사적 사실이 지니는 어떤 의미=역
사적 의의의 추구(=시대적‧사회적인 관련성을 캐내는 작업)’이다. 
 문단 [3]: 이 문단의 화제문은 문①이고 화제는 ‘시대적‧사회적 관련의 추구(=역사적 
의의의 추구) 방법’이다. 
 문단 [4]: 이 문단의 화제문은 문①이고 화제는 ‘이것(=사실과 사실 사이의 관련성 
설명 방법)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문②의 ’보편적인 법칙‘이다.
 문단 [5]: 이 문단의 화제문은 문①이고 화제는 ‘인간사회에서 일어나는 사실간의 관
계 해명’(=보편적 법칙)이다. 
 문단 [6]: 이 문단의 화제문은 문①이고 화제는 ‘보편적인 법칙의 한계’이다.
 문단 [7]: 이 문단의 화제문은 문①이고 화제는 ‘다원적 법칙의 이론’(=다원적 법칙의 
합당성)이다.
 문단 [8]: 이 문단에 제시된 글의 결론은 ‘보편적 법칙과 다원적 법칙를 고려한 역사 
해결 방법의 필요’이다. 

[개요작성]
  이상의 분석 결과를 ‘개요’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결과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다른 방향에서 새로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생각을 
역사에서 배운다는 것은 현명한 일이다. ③공업화를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여 이루어 놓
은 근대문명의 결과로 발생한 공해 문제가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는 하나의 
사실만을 생각해 보더라도 이 점은 짐작이 가리라고 믿는다.
                     이기백(1973),<한국사의 보편성과 특수성>에서 

 
  재목:   보편적 법칙과 다원적 법칙의 조화
  주제문: 역사적 사실의 설명에는 보편적 법칙과 다원적 법칙의 조화가 필요하다.

  1. 역사학의 임무(=역사적 의의를 찾아보는 것) [1]
  2. 역사적 의의의 추구(=시대적‧사회적인 관련성을 캐내는 작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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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된 ‘개요’에서 우리는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역사학의 임무는 역사적 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다. (2) 역사적 의의를 추구하는 데는 보편적 법칙과 다원적 법칙
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3) 그들 법칙에는 각각 한계가 있으므로 그 두 법칙을 조화
해야 합당한 역사적 의의를 추구할 수 있다.
  그런데 글만 읽어서는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기 어렵다. 그것은 ㉠동일한 사실을 다
르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 ㉡화제문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 등이다.
 먼저 ㉠의 예로서 들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2]①의 ‘역사적 사실이 지니는 어
떤 의미’을 ‘역사적 의의’로. ②의 ‘역사적 의의를 찾는 것’을 ④에서 ‘역사적 의의의 
추구’와 ‘시대적‧사회적인 관련성을 캐내는 작업’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3]①의 
‘시대적‧사회적 관련’을 [2]④에서 ‘시대적‧사회적인 관련성’으로, [6]⑤의 ‘일원적인 법
칙’을  [4]의 ②,④, [5]의 ①,②, [6]의 ①에서 ‘보편적인 법칙’과 [8]의 ①에서 ‘어떤 
하나의 법칙’으로 표현하고 있다. 동일 사실에 대한 표현이 일치하지 않으면, 독자들
이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혼란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가능한 한 표현을 통일시키는 
것이 좋다. 동일 사실에 대한 표현을 달리해야 할 경우가 있을 때라도 독자들이 혼란
을 일으키지 않도록 서술해야 한다. 예를 들면, 개요 중 3.1.과 3.2.의 ‘시대적‧사회적 
관련’과 ‘인간사회에서 일어나는 사실 간의 관련성’의 추구와 설명은 ‘보편적인 법칙’
에 의해서 가능하므로([4]의 ①,②와 [5]의 ①,② 참조), [3]과 [4]-[5]를 각각 ‘보편적인 
법칙에 의해서 ‘시대적‧사회적 관련(성)을 추구할 수 있다’나 ‘보편적인 법칙에 의해서 
인간사회에서 일어나는 사실 간의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다’릎 화제문으로 하면 독자
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항목 3.1과 3.2는 각각 ‘3.1. 보편
적인 법칙에 의한 추구’와 ‘3.2. 보편적인 법칙에 의한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어 3.3.
과 3.4.와 4.와의 관계도 분명하게 된다.
  다음으로 ㉡의 예로서 들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2]에서 ①은 [1]의 ⑥ ‘과거의 
사실에서 어떤 의미’를 다르게 ‘역사적 의의’라고 달리 표현한 것이므로, 화제문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1]의 ⑥을 ‘달리 말하면, 역사학은 과거의 사실에서 어떤 의미 즉, 
역사적 의의를 찾아보는 데 가치가 있는 것이다.’로 고치고 [2]의 ①을 없애면, [2]의 
②가 화제문이 되어 필자가 말하려는 의도가 분명하게 된다. 그리고 [4]에서 ①은 화
제문이라 할 수 없다. 이 문단의 ‘화제’는 ‘이것은’ 즉, ‘사실간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방법’인데 이 화제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①과 ②를 ‘그 경우에 사실과 
사실 사이의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사회를 지배하는 보편적인 법칙이

  3. 역사적 의의의 추구 방법과 설명 방법과 그 한계 [3]-[5]
  3.1. 시대적‧사회적 관련의 추구 방법(추구방법 1) [3] 
  3.2. 인간사회에서 일어나는 사실 간의 관련성 설명 방법 [4]-[5]
  3.3. 보편적 법칙의 한계 [6]
  3.4. 다원적 법칙 이론의 타당성(추구방법 2) [7]
  4. 보편적 법칙과 다원적 법칙를 고려한 역사 해결 방법의 필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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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믿는다.’로 고치면, 그것이 화제문이 되어 필자가 말하려는 의도가 분명하게 된
다.
  한편 [6]의 ①을 화제문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전후 관계에서 추리한 것이다. ①을 
분명한 화제문으로 하려면, ①을 ‘그러나 보편적인 법칙이 역사를 지배하는 유일한 법
칙은 아니다.’ 정도로 고치면 된다.  그리고 [7]의 ①도 명확한 화제문이라 할 수 없
다. 이 경우에 ① 앞에 ‘민족사의 특수성은 다원적 법칙의 이론에 의해서 해명될 수 
있다.’를 넣어서 화제문으로 삼으면, 문단에서 말하려는 의도도 분명하고 그 다음의 
①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
  끝으로 [8]은 ‘결론’ 문단인데, 현재의 서술만으로는 ‘결론’이 분명하지 않다. 그러
므로 ‘따라서 역사상의 문제 해결에는 보편적 법칙과 다원적 법칙을 함께 고려할 필
요가 있다.’는 문을 ④로 추가하면 확실한 ‘결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예문 2]는 아래 지시 사항에 맞게 쓴 어느 학생의 글이다.

<지시 사항> 
 석유, 석탄, 가스와 같은 화석연료가 고갈됨에 따라, 전 세계는 에너지 위기를 탈피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대체 에너지원을 모색하고 있다. 그중에서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대
체 에너지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택하여 그것을 추천하는 완결된 글을 쓰되, 글의 구성
은 다음과 같이 하라.
=============================================

  1. 서론 : 문제의 제기와 그 이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결과
  2. 본론 : 가능한 대체 에너지원들의 비교와 대조, 우리나라에 적합한 대체 에너지원

에 대하여 그 타당성과 다른 대체에너지원의 부당성에 대한 논증
  3. 결론 : 추천

[예문 2]
 [1]①지금 전 세계는 화석연료가 고갈됨에 따라 에너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②만약 
이 시점에서 새로운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몇 억년 이상을 원
시인처럼 생활해야 될 것이다. ③특히 화석연료를 거의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우리로
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화석연료 수출국이 수출을 중단한다면, 그와 동시에 에너지 고갈
로 인한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④그러므로 여기서 가능한 대체 에너지원과 
우리나라에 적합한 대체 에너지원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2]⑤화석 연료를 대체할 에너지원으로는 원자력, 조력, 지열, 풍력, 태양열 에너지 등
이 있다. ⑥이 중 지열과 풍력은 지구상에서 그 특성에 맞는 곳이 극히 제한되어 있으므
로, 전세계적인 에너지 위기에 대처하기 힘들다. ⑦원자력은 에너지 효율성이 높고 거의 
어느 곳에나 설비 가능한 이점이 있으나 방사능 노출의 위험성을 동반하고 있다. ⑧조력
은 반영구적이고 폐기물이나 환경 오염 물질의 방출이 없는 순수한 자연 에너지로 주목된
다. ⑨그러나 아직까지는 설비 비용이 비싸고 에너지 효율성에서 의구심을 갖게 하는 부
분이 있다. ⑩태양열은 환경오염이나 에너지원이 무제한이라는 장점은 있으나 설비 비용
이 비싸고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 단점이 있다. 
  [3]⑪이와 같은 대체 에너지원의 개발과 연구는 어느 정도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는 있
으나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대비가 거의 없는 게 사실이다. ⑫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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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해와 분석]
  [예문 2]는 모두 네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문은 완결된 글이므로 문단 [1]과 
[4]가 각각 ‘서론’과 ‘결론’이고 나머지 문단은 ‘본론’이 된다. 이들 문단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문단 [1]: 이 문단의 주요 내용을 알려주는 것은 문④이며 그것을 화제로 나타내면 
‘우리나라에 적합한 대체 에너지원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다.
 문단 [2]: 이 문단의 화제문은 문⑤이고 화제는 ‘화석 연료의 대체 에너지원’이다. 
 문단 [3]: 이 문단에서 화제문이 될 수 있는 것은 문⑫이고 화제는 ‘우리나라에 적합
한 에너지원’이다.
 문단 [4]: 이 문단의 주요 내용을 알려주는 것은 문이고 그것을 화제로 나타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개요작성]
위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예문 2]의 ‘개요’를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제목:  우리나라에 적합한 대체 에너지원
주제문: 화석 연료를 대체할 에너지원 중 우리나라에 적합한 것은 원자력이다.

  1. 우리나라에 적합한 대체 에너지원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1]
  2. 화석 연료의 대체 에너지원 [2]
  3. 우리나라에 적합한 에너지원 [3]
  4. 우리가 해야 할 일 [4]

  위의 ‘개요’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과 ‘그중
에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에너지원’이다. 그러나 4는 ‘결론’인데, 제시된 ‘화제’는 지시 
사항과 맞지 않다. 따라서 문단 [4]는 글의 구성과 전개에 맞지 않다. 그러므로 문단 
[4]의 ‘화제’를 ‘우리나라에 적합한 에너지원’이 되도록 하고 그것을 추천하는 것으로 

에너지원은 원자력 에너지이다. ⑬우리나라 지형의 특성상 지열, 풍력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⑭조력 발전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현재 그 설비 비용은 과연 그 
만큼의 에너지 발생이 가능할까하는 의문마저 일으킨다. ⑮게다가 리아스식 해안인 서해
안만이 그 입지조건을 지니는 만큼 제한이 있다. 여름에 장마철이 있고 겨울에는 일조
시간이 짧으므로, 태양력 에너지도 우리나라에는 적합하지 않다.
  [4]요컨대 우리나라의 최적 대체 에너지원은 원자력 에너지로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이에 대한 위험 가능성을 최대한 억제시키는 것이라 하겠다. 즉 체르노빌 원
자력 발전소와 같은 사고에 대한 철저한 사전 예방과 핵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 및 투자가 필수적이다. 이것이 동시에 행해진다면 우리는 이 에너지 위
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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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내용을 고쳐야 한다.
  이러한 글 전체의 구성과 전개 외에 개별 문단의 구성과 전개에 문제가 되는 것은 
문단 [3]이다. 문단 [3]에서 문⑪은 앞 뒤 문맥상 불필요한 것이다. 그것은 논지를 벗
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문⑬-⑮는 ‘지열, 풍력, 조력’이 우리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에
너지원임을 논하는 것인데, 표현이 분명하지 않아서 독자가 그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
기 어렵게 한다. 그 점에서 그들 문은 문단 전개에 장애가 된다.
  그 외에 [예문 2]에는 표현이 정확하지 못하거나 문법에 맞지 않는 문이 많다. 문
②, ⑤, ⑦, ⑨-이 그러한 문들이다. 이들 문은 다음과 같이 고쳐야 한다.
 문②: ‘우리는’의 ‘우리’는 몇 억년 이상을 살 수 없으므로, ‘우리는’을 ‘인류는’이나
‘인간은’으로 고쳐야 한다.
 문⑦: ‘원자력은 에너지 효율성이 높고 거의 어느 곳에나 설비 가능한 이점이 있으
나’에서, ‘에너지 효율성이 높다’는 말은 ‘일의 양과 소요된 에너지와의 비율이 높다’
는 뜻이다. 이 점에서 ‘효율성’이란 단어는 ‘효율’로 고쳐야 한다. 
   그리고 이 문장에서 문맥상 ‘원자력’이 ‘설비 가능하다’의 주어가 되는데, ‘원자력
이 설비(가) 가능하다’는 문은 의미상 맞지 않다. ‘원자력은 거의 어느 곳에서나 발전
을 위한 설비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으나’ 또는 ‘원자력 발전소는 거의 어느 곳에서
나 설비가 가능한 이점이 있으나’ 정도로 고치는 것이 좋다. 
 문⑨: ‘설비 비용이 비싸다’에 대한 ‘주어’가 없다. 문맥상 ⑧의 ‘조력’이 주어가 되겠
는데, ‘조력이 설비 비용이 비싸다’는 문은 의미상 성립되지 않으므로, 문법에 맞지 
않다. ‘발전을 위한 설비 비용이 비싸다’로 고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 
역시 문⑦에서와 같은 이유로 ‘에너지 효율’로 고쳐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의구심’은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인데,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적절하
지 못하다. 그러므로 ‘에너지 효율이 분명하지 않다’거나 ‘에너지 효율이 어느 정도인
지 알 수 없다’ 정도로 고치는 것이 좋다.
 문⑩: 문⑨에서와 동일하게 ‘설비 비용이 비싸다’는 문법에 맞지 않다. ‘설비 비용’ 
앞에 ‘발전을 위한’을 보충하여야 한다.
 문⑪: ‘그 가능성’의 ‘그’는 ‘대체 에너지원의 개발과 연구’가 되겠는데, 그렇게 되면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 ‘그 가능성’ 대신 ‘성취 가능성’이나 ‘성공 가능성’ 정도로 
표현하면 의미가 분명하게 된다.
 문⑫: ‘원자력 에너지’에서 ‘력’과 ‘에너지’가 같은 의미를 가지므로 ‘에너지’를 없애
야 한다.
 문⑬: ‘지열, 풍력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를 ‘지역, 풍력은 대체 에너지로서 
적합하지 못하다’로 표현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적합한 대체 에너지원’이라는 ‘화제’를 
전개하는 데 적합하다.
 문⑭: 주제에 맞추려면, ‘조력은 우리나라에 적합한 대체 에너지원이 될 수 있으나, 
발전을 위한 설비 비용에 비하여 에너지 효율이 어느 정도일지는 알 수 없다’ 정도로 
표현을 바꾸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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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⑮: ‘제한이 있다’에서 ‘제한’이 어떤 제한인지 분명하지 않다. ‘제한’ 앞에 ‘발전 
시설 장소와 발전량에’ 정도를 보충하는 것이 좋다. 
 문: 먼저 ‘태양력 에너지’에서 ‘력’과 ‘에너지’는 같은 의미를 가지므로 ‘에너지’는 
없애야 한다. 그리고 문단 [3]의 ‘화제’에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문의 표현을 ‘우리나
라의 경우, 여름은 장마철이 있고, 겨울은 일조 시간이 짧다. 그러므로 태양력은 우리
나라에 적합한 대체 에너지원이 될 수 없다’ 정도로 바꾸는 것이 좋다. 
  그리고 문단 [4]는 본론의 내용을 요약하고, 문단 [3]의 논의 결과, 원자력이 우리나
라에 가장 적합한 대체 에너지원이라는 것을 밝힌 다음, 그것을 추천하는 것으로 글
이 끝나도록 고쳐야 한다. 그러므로 문-는 문단에서 제외해야 한다.
  끝으로 [예문 2]에 대한 [독해와 분석] 및 [개요작성]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예문 2]를 고쳐 쓰면 [예문 2]ʹ와 같다.

[예문 2]ʹ
  지금 세계는 화석연료가 고갈됨에 따라 에너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만약 이 시점에
서 새로운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지 못한다면, 전 세계는 멸망을 면치 못할 것이다. 특히 
화석연료를 거의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화석연료의 수입이 
중단된다면, 그 즉시 에너지 문제로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가능한 대체 에너지원과 우리나라에 적합한 대체 에너지원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성이 있
다.

현재 알려진 대체 에너지원에는 조력, 지열, 풍력, 태양열, 원자력 등이 있다. 이 중에
서 조력은 반영구적이고 오염물질의 방출이 없는 에너지라는 장점은 있으나 발전을 위
한 시설비가 비싸고 에너지 효율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지열과 풍
력은 지구상에서 그 특성에 맞는 곳이 극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
기에 대처하기 힘들다. 또 태양열은 에너지원이 무제한이고 환경오염이 없다는 장점은 
있으나 발전을 위한 시설비가 비싸고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단점이 있다. 끝으로 
원자력은 에너지 효율이 높으며, 거의 어느 곳에나 발전을 위한 설비가 가능하다는 장점
은 있으나 방사능 노출의 위험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상과 같은 여러 대체 에너지원 중에서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에너지원은 원자력
이다. 조력은 간만의 차이가 큰 서해안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므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에
너지원이 될 수 없으며 산지가 많고 계절풍으로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우리나라에서는 
풍력도 적합한 에너지원이 될 수 없다. 태양열 역시 여름에 장마철이 있고 겨울에는 일
조 시간이 짧은 것이 우리나라의 기후이므로, 적합한 에너지원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원
자력은 지형이나 기후에 영향 받지 않으며, 소량의 연료로 엄청한 양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대체 에너지원이라 하겠다. 
  지금까지 가능한 대체 에너지원과 우리나라에 적합한 대체 에너지원에 대해서 논의하
였다. 그 결과 가능한 대체 에너지원으로는 조력, 지열, 풍력, 태양열, 원자력 등이 있으
나, 이 중에서 원자력은 지형과 기후에 영향 받지 않으며 경제적이므로, 우리나라에 적
합한 대체 에너지원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필자는 원자력을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
한 대체 에너지원으로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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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예문 3]은 필자가 알려지지 않은 글이다. 그러나 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고쳐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준다.

[예문 3]
 [1]①세계 최초의 4대 문명의 발상지인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도 및 중국의 문명이 
싹튼 곳은 모두 큰 강가나 그 부근이었다. ②배는 강을 오르내리는 수송 수단으로서 매
우 일찍부터 발달했었다. ③인간은 보다 크고 훌륭한 배를 만들 수 있게 됨에 따라 세계의 
여러 바다들과 대양들도 횡단할 수 있게 되었다. ④역사상 중요한 나라들은 대부분 대소 
선박을 많이 가진 나라들이었다. 
 [2]⑤오랫동안 육상 수송은 지극히 단순했다. ⑥처음에 인간은 어떤 물건을 어느 한 장
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고 싶을 때는 그것을 자기 등에 져서 날랐다. ⑦얼마쯤 지나서 
인간은 보다 무거운 짐을 나르는데 동물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⑧개, 말, 당나귀, 낙
타 그리고 그 밖의 동물들이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이용되었다. 
 [3]⑨로마제국의 멸망으로부터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약 1,400년 동안 수송 수단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⑩개량은 되었지만 기본적인 방법이나 생각은 그 이전과 같은 것
이었다. ⑪육상 수송은 여전히 그 동력원을 동물에 의존했었다. ⑫물 위에서는 많은 노의 
힘으로 움직이던 큰 갤리선이 범선에게 자리를 내줬다. ⑬이들 범선은 훨씬 더 빨랐으며 
승무원들에게 필요한 자리가 별로 많지 않아도 되었으므로 더욱 많은 뱃짐을 운반할 수 있
었다. ⑭범선에 힘 입어 15, 16, 17세기는 위대한 발견과 탐험의 시대가 될 수 있었다. 
 [4]⑮19세기 초에는 증기 기관이 발달되어 기선과 철도의 증기 기관차에 이용되었다. 
범선은 오랫동안 대양 수송 수단으로 계속 이용되었다. 그러나 마침내는 증기가 돛
을 완전히 대신 하였다. 19세기 중 내내 증기 기관차는 급속히 발달한 철도망에 이용
되었다. 19세기에 성취된 수송의 개량은 그 당시 산업의 놀랄만한 성장을 가능케 했
다.

[독해와 분석]
  논리적인 글은 형식면에서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것은 ‘글 전체의 구성
과 통일성과 긴밀성’, ‘문단의 구성과 통일성과 긴밀성’이다. 이러한 조건을 바탕으로, 
[예문 3]을 독해하기로 한다. 
  이 글에는 어려운 단어가 없다. 읽기도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이 글의 ‘주제’가 무어
냐고 물으면 선뜻 말할 수 없다. 그러면 이 글의 ‘주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자신
에게 하면서 비판적인 생각으로 다시 글을 읽어보자. 처음 읽었을 때와는 달리, 이번
에는 ‘주제’가 무엇인가를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지만 ‘이 글의 주제는 ’이것‘이
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글에서 제일 분포가 넓게 사용되는 명사가 어떤 것인가를 찾아볼 필
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그 단어가 ‘주제’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수송’이 
6회로 제일 많고 ‘증기’가 4회, ‘수단’이 3회 순서이다. 그리고 ‘수송’은 문단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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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에서 사용되고  ‘증기’는 문단 [4]에서만 사용되며 ‘수단’은 문단 [1], [3], [4]에
서 사용된다. 그러므로 분포는 ‘수송’, ‘수단’, ‘증기’ 순으로 넓다. 그러므로 이 글에
는 ‘수송’이 제일 많이 사용되며 분포도 제일 넓다.
  그런데 글의 내용으로 보아 ‘수송’만으로 주제가 되기 어렵다. ‘수송 수단’이나 ‘대
양 수송 수단’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수송 수단’이라면 이 글의 ‘주제’가 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 할 일은 문단에서 화제문을 찾는 것이다. 문단에서 ‘화제문’의 내용은 모든 
뒷받침문의 내용을 포괄해야 하며 모든 뒷받침문의 내용은 화제문의 내용에 포함되어
야 한다. 달리 말하면, 화제문의 내용은 모든 뒷받침문의 내용을 ‘추상화’ 또는 ‘종합’
한 것이고 모든 뒷받침문의 내용은 화제문의 내용을 ‘구체화’ 또는 ‘분석’한 것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문단 [1]: 문단의 첫 문을 화제문이라고 한다면 이 문단의 화제문은 문①이며 화제는 
‘4대 문명이 싹튼 곳’이고 그 내용은 ‘모두 큰 강가나 그 부근’이다. 그런데 뒷받침문 
②-④의 내용은 화제문의 내용과 관계가 없다. 그러므로 문①은 화제문이 될 수 없
다. 문②-④ 중의 어느 한 문도 그 내용이 나머지 문들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것
이 없다. 따라서 이 문단에는 화제문이 없다. 
 문단 [2]: 화제문을 문⑤라고 하면 화제는 ‘육상 수송’이고 그 내용은 ‘지극히 단순했
다’는 것이다. 그런데 나머지 문들의 주어는 ‘인간, 개, 말, 당나귀, 낙타 그리고 그 
밖의 동물들’이다. 이들 주어는 ‘육상 수송’이 아니라 ‘육상 수송 수단’들이다. 문단 
[3]⑨와 문단 [4]의 ‘수송 수단’을 고려하면. 문⑤의 화제를 ‘육상 수송 수단’으로 고
쳐야 한다. 그러면 문⑤는 문단 [2]의 화제문이 된다.
 문단 [3]: 화제문을 문⑨라고 하면 화제는 ‘로마제국의 멸망으로부터 19세기에 이르
기까지의 수송 수단’이고 그 내용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문⑩-⑫의 내용
은 ‘그 당시의 수송 수단이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구체화하고 있으므로 문⑨의 
뒷받침문이 된다. ⑬은 문⑨의 내용과 무관하다고 볼 수 있지만, ‘공간이 넓어져서 화
물을 많이 실을 수 있다’는 것은 ‘수송 수단’과 간접적인 관계를 가지므로 뒷받침문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런데 문⑭의 내용은 문⑨의 내용과 무관하다. 그러므로 문단 [3]이 
완전한 문단이 되려면 문⑭는 삭제되어야 한다. 
 문단 [4]: 화제문은 문⑮이라고 하면 화제는 ‘19세기 초의 증기 기관’이고 그 내용은 
‘기선과 철도의 증기 기관차에 이용되었다’는 것이다. 문-의 내용은 화제문의 내
용을 구체화하고 있으므로 문⑮의 뒷받침문이 된다. 그러나 문는 화제문의 내용과 
무관하다. 따라서 문단 [4]가 완전한 문단이 되려면 문는 삭제되어야 한다. 

  위의 분석 결과로써 임시 개요를 작성하면 다음의 <개요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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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1> 제목: 수송 수단

1. ?                [1]
2. 육상 수송 수단   [2]
3. 로마제국의 멸망으로부터 19세기에 

이르기까지의 수송 수단  [3]
4. 19세기 초의 증기 기관 [4]    

<개요 2> 제목: 수송 수단의 발달

1. 고대의 수송 수단 [1], [2]
1.1. 수상 수송 수단 [1]
1.2. 육상 수송 수단 [2]
3. 로마제국의 멸망으로부터 19세기에 

이르기까지의 수송 수단  [3]
4. 19세기 초의 수송 수단  [4]      

  작성된 개요에서 ‘제목’과 일치하는 것은 항목 2와 3뿐이다. 이것은 항목 1과 4가 
주제에 대해 통일성을 깨뜨린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런데 글의 흐름을 보면, 글의 필
자가 말하려는 것은 단순히 ‘수송 수단’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대별 ‘수송 
수단의 발달’이다. 그러므로 ‘제목’을 ‘수송 수단의 발달’으로 바꾸는 것이 좋으며 따
라서 모든 문단의 서술 내용도 ‘수송 수단’에 대한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래야 ‘제
목’이 글 전체의 내용을 잘 반영하게 되고 글 전체가 ‘제목’(=주제)에 포함되어 통일
성을 유지하게 된다.
  [예문 3]에서 발견되는 다른 문제는 서술이 균형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각 시대의 
‘수송 수단’을 ‘수상 수송 수단과 육상 수송 순단’ 또는 ‘육상 수송 수단과 수상 수송 
수단’으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는 것이 그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문단 [1]
은 ‘수상 수송 수단’에 대한 서술이고, 문단 [2]는 ‘육상 수송 수단’에 대한 서술이다. 
그리고 문단 [3]은 ‘육상 수송 수단과 수상 수송 수단’에 대한 서술이고 문단 [4]는 
‘수상 수송 수단과 육상 수송 수단’에 대한 서술이다. 문단 [3]과 [4]를 기준으로 하
면, 문단 [1]과 [2]는 원래 하나의 문단에서 나누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원래 문단의 
화제문은 ‘수상 수송 수단과 육상 수송 수단’을 포함하는 ‘수송 수단’이 화제가 되어
야 한다. 그렇게 되면 ‘수상 수송 수단과 육상 수송 수단’의 순서로 서술을 통일하는 
것이 편하다.
  그러면 문단의 구성과 통일성과 긴밀성을 중심으로 문단 별로 완전한 문단이 되도
록 고치기로 한다.
  문단 [1]: 이 문단은 문단 [1]과 [2]의 내용을 포괄하는 화제문과 문단 [1]의 내용을 
포괄하는 화제문 즉, 상위의 화제문과 하위의 화제문으로 시작해야 한다. 그 경우, 상
위의 화제문은 ‘고대의 수송 수단은 매우 원시적이었다’로, 하위의 화제문은 ‘그중에
서 수상 수송 수단은 문명국들에서 비교적 일찍 발달하였다.’로 한다. 그런데 문단 
[1]에서 문①은 ‘최초의 4대 문명이 싹튼 곳’에 대한 서술이고 문②에서 문④까지는 
‘배의 중요성’에 대한 서술이다. 이들 문의 내용을 ‘그중에서 수상 수송 수단은 문명
국들에서 비교적 일찍 발달하였다.’에 포함되도록 고쳐야 한다(고쳐 쓴 [예문 3]ʹ 참
조).
  문단 [2]: 문⑤의 ‘육상 수송’을 ‘육상 수송 수단’으로 고치면 제대로 된 화제문이이 
되며 문⑥-⑧은 그대로 뒷받침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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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단 [3]: 문⑨는 화제문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뒷받침문 중, 문⑩은 문⑨의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므로 불필요하다. 그리고 문⑪의 ‘육상수송’을 ‘육상 수송 수단’으로 고
쳐야 한다. 한편, 문⑫-⑬은 ‘수상 수송 수단’에 대한 것이지만 문⑫가 ‘물 위에서는’
으로 시작하고 있어 ‘수상수송 수단’에 대한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다. 따라서 문⑫를 ‘수상 수송 수단은 갤리선에서 범선으로 바뀌었다.’로 고친다. 그렇
게 되면 문⑭는 통일성을 깨뜨리므로 삭제해야 한다. 다음으로 문⑪을 문⑬ 뒤로 옮
기면 문단 [3]의 서술 전개는 다른 문단의 그것과 동일하게 된다.
  문단 [4]: 이 문단의 내용은 ‘19세기 초의 소송 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문⑮는 그
런 내용에 대한 화제문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문⑮를 ‘19세기 초에 이르러 수송 수
단은 비약적으로 발달되었다.’로 바꾸고 문-을 뒷받침문이 되도록 고쳐야 한다(고
쳐 쓴 [예문 3]ʹ 참조).
  이렇게 고친 문단을 기준으로 다시 개요를 작성하면 위의 <개요 2>와 같다.
  참고로 지금까지 고친 내용과 글 전체와 문단의 긴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접
속어를 사용하여 새로 고친 [예문 3]ʹ을 다음에 제시한다(‘서론’과 ‘결론’ 생략).

 [예문 3]ʹ 
  고대의 수송 수단은 매우 원시적이었다. 그중에서 수상 수송 수단은 문명국들에서 비교
적 일찍 발달하였다. 그들 국가들은 모두 큰 강가나 그 부근에 위치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의 수상 수송 수단은 많은 노의 힘으로 움직이던 갤리선이었으며, 갤리선은 주로 강을 오
르내리면서 많은 사람과 물건을 수송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수상 수송 수단과는 달리, 육상 수송 수단은 지극히 단순하였다. 처음에 인간은 어떤 물
건을 어느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고 싶을 때는 그것을 자기 등에 져서 날랐다. 얼
마쯤 지나서 인간은 보다 무거운 짐을 나르는데 동물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개, 말, 
당나귀, 낙타 그리고 그 밖의 동물들이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이용되었다. 
  로마제국의 멸망으로부터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약 1,400년 동안 수송 수단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 시기에 수상 수송 수단은 갤리선에서 범선으로 바뀌었다. 그리하
여 전보다 더욱 많은 짐을 더 빨리 수송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육상 수송 수단은 여
전히 그 동력원을 동물에 의존하는 상태여서 전보다 나아진 것이 없었다.
  그러나 19세기 초에 이르러 수송 수단은 비약적으로 발달되었다. 증기 기관이 발명되어 
그것이 기선과 기관차에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수상 수송 수단은 범선에서 증
기선으로 바뀌었다. 그 결과 속도는 전 시기의 범선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빨랐으며, 
범선보다 훨씬 많은 양의 사람과 화물을 실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범선으로는 갈 수 
없는 먼 곳까지 항해할 수 있었다. 
  이와는 달리, 육상 수송 수단은 동물에서 증기 기관차로 교체되었다. 그 결과 그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이동 속도가 빨라졌다. 그리고 많은 사람과 대량의 화물을 수송하게 되었
다. 또 사람과 화물을 소송할 수 있는 거리도 철도가 연결되는 거리만큼 길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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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 회사나 기업체나 관공서에 근무하면서 
공적인 글을 써는 경우, 또는 교수, 법조인, 신문기자 등이 자기 분야의 전문적인 글
을 써는 경우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논리적인 글을 쓰는 능력이다. 그러나 논리적인 
글은 글을 쓰는 능력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다. 지식을 습득하거나 글에 필요한 정
보를 수집하려면 독해와 분석 능력과 개요작성 능력이 필요하다. 독해와 분석 능력과 
개요작성 능력은 또 자기가 쓴 글에 문제가 있는가를 검토하거나 남이 쓴 글의 내용
을 정확하게 이해하거나 그 글이 가진 문제를 발견하려고 할 때도 필요하다. 그리고 
자기가 쓴 글이나 남이 쓴 글의 문제를 바르게 고치려고 할 때에는 그 문제를 고쳐 
쓸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논리적인 글의 독해와 분석 원리에 대해서 논의하고 예문을 대상으로 
실제의 예를 보이고자 했다.
  2장(논리적인 글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서는 독해를 위한 글을 자기가 쓴 글과 
남이 쓴 글로 나누어 독해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논의했다. 독해의 최종 단계는 분
석 결과에 대해서 개요를 작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개요 작성의 방법과 작성된 개요
의 검토 단계에 대해서 논의했다. 대상 글에 대한 정확한 개요가 작성되면. 그 글이 
구성과 논리전개 상의 문제 여부와 통일성 여부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을 
기준으로 작성된 개요에 문제가 없다면, 그 개요에서 그 글의 중요 내용을 알 수 있
을 것이고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문제
를 어떻게 고칠 것인가를 생각하는 과정에서 논리적인 글을 쓰는 능력을 신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3장(논리적인 글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에서는 학술적인 글과 학생의 글과 필자를 
알 수 없는 짧은 글을 대상으로 독해와 분석 그리고 개요 작성과 개요 상의 문제를 
바로 잡는 과정에 대한 실제 예를 보이고자 했다.
  논리적인 글을 쓰는 능력 · 글을 독해하고 분석하여 개요를 작성하는 능력 · 작성된 
개요에서 발견되는 작문법 상의 문제를 바로 고치는 능력 이 세 가지는 삼위일체로서 
분리될 수 없다. 그러므로 고등학교 재학 중에 이 세 가지 능력을 기르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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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제. 통계학의 발전과 데이터 기반 지능정보화 사회

박성현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명예교수)

1. 통계학의 태동과 발전

 1) 통계학의 진화 과정
  통계학(統計學, Statistics)이란 학문은 유럽에서 18세기에 영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태동된 학문이나, 통계학의 학문적 기초는 오래전부터 존재했다. 고대 이집트, 메소포
타미아, 중국 등에 있던 국가들에서도 이미 인구, 납세, 농지 등의 수량적 조사나 관
찰을 통해 국가 운영을 위한 정보를 통계의 형태로 구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18세
기 전까지는 나라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통계를 생산한 것이지 통계학이란 학문이 
존재하지는 않았다.
   국가나 민족을 위한 통계 산출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구약 성경 민수기 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조사(census)이다. 이 인구조사는 B.C. 1440년경에 애굽
(Egypt) 시나이 광야에서 실시된 것으로,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20세 이상
으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수를 조사하였는데, 12지파별로 인구가 나오고 총 
603,550명이라는 기록이 있다. 다른 기록에 의하면 B.C. 3000년경에는 바빌로니아, 
중국과 이집트에서 세금을 거두기 위하여 인구조사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인
구조사로 사용되는 census는 그 어원이 라틴어의 censere로 이는 세금 부과하기
(taxation)의 뜻이 있다고 한다.
  통계학의 Statistics란 단어의 어원은 [Folks 1981]에 의하면 라틴어인 status(국가
를 의미하는 state)와 statista(정치인을 의미하는 stateman)에서 온 것이다. 특히 
statista는 국가의 업무를 관장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었다. 영국에서 싱클레어 경
(Sir John Sinclair)이 ⌜Statistical Account of Scotland 1791-1799⌟라는 여러 
권의 보고서에서 Statistics란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고 한다. 그 후 이 단어가 공식
적으로 통용된 것은 1797년에 대영백과사전(Encyclopaedia Britannica)에 처음으로 
등재된 후이며, 이 때 Statistics의 의미는 정치인들이 “국가의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
하여 필요한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산출해 내는 정치 산술”로 정의하였다. 즉, 초기
의 통계학의 영역은 오늘날 통계청에서 생산하는 인구주택총조사, 산업총조사 등이나, 
한국은행에서 생산하는 국내총생산(GDP) 조사 등이 만들어 내는 국가통계에 관한 것
이다. 영국과 독일에서 정치산술학과 국세학으로서 초기의 통계학이 발생하였다면, 이
를 한 단계 발전시킨 것은 유럽 여러 나라에서 발전한 확률론이다. 19세기 초에 초기
의 통계학이 확률론을 만나면서 통계학 개념이 확대되어 수리통계학(mathematical 
statistics)의 모습을 띄게 되었다.
  19세기 말에 이르러 영국을 중심으로 수리통계학의 발전이 심화되었다. 영국의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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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F. Galton; 1822~1911)은 다윈(C.R. Darwin; 1809~1882)의 ⌜종의 기원(Origin 
of Species)⌟의 영향을 받아 유전학의 통계적 연구에 몰두하였고, 변수들 사이의 관
계를 연구하여 확률의 개념을 도입한 수리통계학의 발전을 가져왔다. 그는 아들의 키
와 아버지의 키의 관계에서 아들의 키는 평균키로 회귀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회귀직
선을 적합 시켜 알아내었으며, 오늘날 많이 사용되는 통계학의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창안하였다. 그의 업적은 [Galton 1894]의 ⌜Natural Inheritance⌟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갈튼의 통계적 사상은 그의 후계자 피어슨(Karl Pearson; 1857~1936)에 의하여 계
승되었다. 런던 대학의 우생학 교수로 있으면서 피어슨은 생물학, 우생학, 유전학 등
을 통하여 통계적 연구방법의 확립에 공헌하였고, 그의 연구결과로 기술통계학
(descriptive statistics)의 영역을 넘어 오늘날의 추측통계학(inferential statistics)의 
기초가 확립되었다. 

 2) 죽음을 생명으로 바꾼 나이팅게일의 데이터 분석
  초기 통계학은 영국에서 정치산술학으로 발전하였다. 영국은 산업혁명의 덕으로 18
세기 후반부터 세계 초강대국을 부상하였으며, 정치산술학의 의미로서 통계학이 사용
된 사례는 영국에서는 수없이 많다. 초기 통계학이 정치산술학으로 발전하고 있던 당
시에 근대 간호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나이팅게일(Florence Nightingale, 
1820~1910)이 간단한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수많은 생명을 구한 흥미 있는 실제 사
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영국의 중산층에서 태어난 나이팅게일은 평소에도 병든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을 돌
보던 그녀는 가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24세에 간호사가 됐다. 흑해와 크림반도를 둘
러싸고 1853년부터 1856년까지 3년간 러시아와 오스만제국 간에 크림전쟁(Crimean 
War)이 발생하였고, 영국과 프랑스 등은 연합군을 결성하여 오스만제국을 도왔다. 이 
전쟁에서 많은 영국군이 부상과 질병으로 사망했는데, 당시에는 야전병원의 위생상태
가 매우 열악했다. 전 세계를 위협하던 콜레라가 전장에서도 기승을 부렸다. 야전병원 
운영을 요청받은 나이팅게일은 1854년에 간호사 38명과 함께 연합군 지역에 위치한 
스쿠타리(Scutari) 병원으로 갔다. 이 야전병원은 3,000여 명의 부상병들로 꽉 차 있
었을 뿐 아니라 위생⋅세탁 시설이 거의 없어 이와 벼룩이 들끓고 있었다.
  나이팅게일은 “왜 전쟁터에서 수많은 영국의 젊은이들이 죽어야 하나?”라는 질문을 
갖고, 크림전쟁에 참여한 영국군의 인력, 사망자, 사망원인, 환자 등에 관한 상황을 
정확한 숫자로 파악하려고 하였다. 그녀가 숫자로 통계를 내기 전까진 크림전쟁의 영
국군 사망자 수와 원인조차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형편이었다. 나이팅게일이 수집
한 데이터는 다음과 같았다.

 ● 크림전쟁에 참전한 영국군 20만 명, 이 중 사망자 21,097명이고, 사망의 원인은
  - 2,755명 전쟁 작전 중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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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명 상처 후유증으로 사망
  - 16,323명 각종 병으로 사망.

  나이팅게일은 21,097명의 사망자를 월별로, 사망원인별로 <그림 1>과 같은 도표를 
만들어 분석하기도 하였다. 이 그림은 나이팅게일이 창안한 것으로 ‘장미도표(rose 
diagram)’라고 흔히 부른다. 이 도표의 오른쪽에는 1884년 4월부터 1885년 3월까지 
월별, 사망원인별(장미 속에 있는 색깔로 원인 표시)로 그림이 그려져 있고, 왼쪽에는 
1855년 4월부터 1856년 3월까지의 현황이 그려져 있다.
  나이팅게일은 사망자 수 21,097명 중에서 상처후유증으로 9.6%인 2,019명이 사망
하였고, 각종 병으로 77.4%인 16,323명이 사망하였음을 파악하고, 그 녀는 깨끗한 
위생 상태가 상처 입은 군인이나 각종 병에 걸린 군인을 살릴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녀는 이를 위하여 청소⋅세탁⋅급식 상황을 개선하고, 위생위원회를 설립해 하수구
를 수리하고, 급수 시설과 깨끗한 침대 보급에 힘썼다. 또한 그녀는 깨끗한 새 위생
병원 설립을 강력히 요구하여, 결국 영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 조립식 위생병동의 설
치에 성공하였다. 이러한 그녀의 노력으로 크림전쟁터의 야전병원의 사망률이 종래 
42%에서 획기적으로 2%로 줄이는데 성공하였다. 실로 간단한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많은 영국 군인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꾼 사례라고 하겠다. 이 사례는 간단하지만 매
우 귀중한 정치산술학으로의 통계분석의 역할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하겠다.

<그림 1> 크림전쟁 당시 나이팅게일이 작성한 월별, 사망원인별 사망자료

 3) 현대통계학의 발전
  현대통계학(modern statistics)은 영국의 피셔(Ronald A. Fisher; 1890~1962)에 
의하여 정립되기 시작하였다. 피셔는 그가 1919년부터 일하던 로담스테드 실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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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hamsted Experimental Station)에서 농업시험에 통계적 방법을 적용시키는 연
구를 계속하여 F-분포를 비롯하여 표본상관계수, 표본회귀계수 등의 많은 통계량의 
분포를 유도하여 소표본에 기초를 둔 추론법(inferential method)을 확립하였으며,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법을 창시하여 현대통계학의 기초를 정립하였다. 따
라서 현대통계학 발전에 가장 큰 공로자는 피셔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그는 실험의 
계획과 분석에 대한 근대적인 방법들을 발전시켰으며, [Fisher 1935]의 불멸의 저서
로 ⌜The Design of Experiments⌟을 출간하여, 오늘날 실험계획법(Design of 
Experiments)의 창시자가 되었다. 피어슨과 피셔를 현대통계학의 아버지라고 칭할 
수 있고, 이들로 인하여 영국이 현대통계학 초기에 종주국이 된 것이다.

2. 컴퓨터의 등장과 통계학의 영역 확장

 1) 컴퓨터의 등장
  1946년에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한 연구실에서 에커트(John P. Eckert)와 모클
리(John W. Mauchly)의 주도로 개발한 ENIAC(Electronic Numerical Integrator 
and Computer) 컴퓨터가 세계 최초의 전자식 디지털 범용 컴퓨터로 알려져 있으며, 
그 후 사회변혁에 엄청난 영향을 주면서 정보화 사회로 이끄는 기폭제 역할을 하였
다. 이 컴퓨터는 진공관 18,800여개와 계전기(relay) 1,500여개로 구성되고 무게가 
30톤 정도이며, 폭 1미터, 높이 2.5미터, 길이가 25미터에 이르는 엄청난 크기를 가
졌었다. <그림 2>가 ENIAC의 모습이다. 원래의 목적은 포탄의 탄도 계산을 위한 군
용으로 개발되었으나, 그 후 난수 연구, 우주선 연구, 풍동 설계, 일기 예보 연구 등
의 각종 과학 분야의 복잡한 계산에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림 2> 세계 최초의 컴퓨터인 ENIAC (출처: 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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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IAC 이후 컴퓨터에 관한 연구가 진전되었고, 1951년에는 수와 알파벳 데이터를 
다룬 최초의 상업용 컴퓨터로 UNIVAC (UNIVersal Automatic Computer)이 만들어
졌다. 이것들이 진공관을 사용한 제1세대 컴퓨터이다. 컴퓨터의 제2세대는 컴퓨터 회
로에 트랜지스터를 내장한 디지털 컴퓨터가 상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었던 195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트랜지스터는 진공관에 비하여 효율, 크기, 속도가 월등하였다. 
1960년대는 주로 직접회로 장치를 사용함으로써 컴퓨터의 크기가 작아지고, 초당 백
만 회에 가깝게 작동할  정도로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빨라졌으며, 메인 프레임(대용량) 
컴퓨터를 비교적 저렴하게 만들 수 있었다.
  1970년대 초부터 시작한 컴퓨터의 제3세대는 고밀도 집적회로(LSI)의 발전과 더불
어 실리콘 칩 위에 수천 개의 트랜지스터와 관련된 부품을 집적하는 것이 가능하면서
부터이다. 이런 기술을 이용하여 1971년에 상업용 마이크로 프로세서인 인텔 4004가 
최초로 출시되었고, 휴대가 가능한 최초의 전자계산기의 출현이었다. 마이크로 프로세
서는 점점 더 컴퓨터를 소형화시키고 보다 강력하게 하였다.
  1980년대에 시작된 컴퓨터의 제4세대는 초고밀도 직접회로(VLSI)의 공헌으로 애플
(Apple)과 IBM에서 개인용 PC를 보급할 수 있었으며, 오늘날 이동식 컴퓨터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이 당시 생산된 마이크로컴퓨터의 대다수는 프로세서, 기억장치, 인터
페이스 기능을 모두 1개의 칩에 설치 가능하였으며, 가장 정교한 칩은 호주머니 정도
밖에 되지 않지만 산업용 공작기계나 고성능의 제트 비행기를 조정 할 수 있을 정도
였다. 또한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가 발전되면서 영상, 게임, 디자인 등의 사업 분야까
지 발전을 가져왔고, 우리 생활과 밀접한 로봇, 손안의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wearable) 손목시계 등으로 까지 발전을 가져왔다. 이 4세대 컴퓨터는 1초에 1,000
만 번의 계산을 할 수 있을 정도이고, 3세대 컴퓨터보다 10배 정도 빠른 계산 속도이
다.
  현재는 4세대 컴퓨터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개발될 5세대 컴퓨터는 어
떤 것일까? 4세대 컴퓨터까지는 노이만형 컴퓨터(제어, 전달, 함수연산, 입출력의 직
렬형 컴퓨터)로 직렬 과정을 거쳤다면, 5세대 컴퓨터는 비 노이만 형으로 병렬의 과
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많은 학자들은 예측하고 있다. 이들 컴퓨터는 스스로 생각한
다고 느껴질 만큼 사람의 음성을 직접 받아들이고 말도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사용
하게 될 것이다. 이미 음성합성 장치를 통하여 말할 수 있는 컴퓨터가 등장하고 있
고, 입출력 장치들이 더욱 발전하면 컴퓨터는 사람처럼 말을 할 수 있게도 될 것이
다.

 2) 현대통계학의 영역 확장
  1970년대 초반부터 빠른 계산 속도를 가진 컴퓨터가 상용화되면서 통계학의 발전
에도 엄청난 기여를 하였다. 통계학에서는 변수(variable)의 수가 많아지면 계산이 어
려지므로 1960년대까지 엄두도 내지 못했던 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다변량통계분석(multivariate statistical analysis), 다변량시계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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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variate time series analysis) 등의 연구가 가능해지고, 많은 변수를 가진 실
제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방대한 데이터를 다루는 일기예보, 교통량 예
측, 환경오염문제 등에 통계적 기법 등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현대통계학(modern 
statistics)은 그 영역이 확장되었다.
  1970년대 중반부터 계산 역량이 뛰어난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엄청난 데이터를 가
진 각종 사회문제를 통계 분석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으며, 통계학의 응용영역이 
확장되었다. 예를 들면, 1974~1979년에 걸쳐 UN에서 실시한 ‘세계 출산력 조사(The 
World Fertility Survey)’는 한국을 포함한 세계 60개국에서 40만 명 이상의 여성을 
조사하여 결혼, 출산, 피임 등에 대하여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출산력에 관한 
각국의 정보를 얻고, 이를 UN의 인구정책에 반영하고자 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9,000명 정도의 여성에 대하여 80여개 변수에 대한 설문조사 데이터가 있었는데, 이
런 데이터 통계분석은 컴퓨터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 조사의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1974년 당시 한국 여성의 합계출산율(낳는 자녀
의 수)은 3.6명이었고, 45-49세의 여성의 합계출산율은 높아서 5.8명에 달하였다. 설
문조사 데이터로부터 합계출산율을 종속변수(y)로 놓고,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종
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독립변수(x)로는 여성의 결혼연령, 남아선호도, 여성
의 학력과 직업 여부 등이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최근 계속 떨어지고 있으며, 통계청에서 발표한 바에 의
하면 2018년 합계출산율은 0.98명이고, 2019년은 0.92명(추정)이다. 너무 낮은 수치
로, 결혼한 젊은 부부가 약 1명 이하의 어린아이만 낳는다는 얘기이며, 이는 장래의 
우리나라 인구 구조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출생아 수도 1970년에는 100만 
명 수준이었으나 2017년에는 30만 3천 명 수준으로 엄청난 감소를 보이고 있다. 
2020년부터는 사망자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기 시작하여 한국은 인구 감소국으로 분
류될 것이라고 한다. 

3.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 지능정보화 시대

 1) 빅데이터의 발전
  빅데이터(big data)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총아이며, 우리 사회 전반에 빅데이터가 
주는 영향을 막강하다. 데이터는 그 생산방식에 따라서 구조적 데이터(structured 
data, 정형 데이터)와 비구조적 데이터(unstructured data, 비정형 데이터)로 나눌 
수 있다. 구조적 데이터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특정 형식에 맞춰 잘 구조화되어 관리
되는 데이터이다. 이와 반면에 비구조적 데이터는 데이터 하나하나마다 크기와 내용
이 달라 통일된 구조로 정리하기 어려운 데이터로, SNS 관련 데이터, 언론사나 포털 
사이트에 뜬 뉴스 게시물,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동영상, 음악, 사진, CCTV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이다. 우리 사회는 매일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생산하고 있으나, 비구
조적 데이터의 양이 구조적 데이터의 양보다 훨씬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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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빅데이터란 무엇인가?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는 “빅 데이터란 일반
적인 데이터베이스(DB, data base) 소프트웨어가 저장, 관리, 분석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규모의 데이터”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반면에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인터넷
데이터센터(IDC)는 DB의 규모가 아니라 업무 수행 기능에 초점을 맞춰 “빅 데이터는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데이터로부터 저렴한 비용으로 가치를 추출하고 데이터의 초고
속 수집, 발굴, 분석을 지원하도록 고안된 차세대 기술 및 아키텍쳐”라고 정의하였다. 
위의 정의들을 합쳐서 쉽게 다시 정의하면 “빅데이터는 기존 DB의 데이터 수집⋅저
장⋅관리⋅분석의 역량을 넘어서는 구조적 및 비구조적 데이터를 포함하는 대용량의 
데이터 집합과 이를 분석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빅데이터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자. 1970년대에 통계학에서는 데이터 분석(data 
analysis)이라는 분야가 활발하게 연구되기 시작하였고, 데이터로부터 정보를 추출하
여 그 결과를 실무에 활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게 되었다. 실무 차원에서 데이터 분석
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것은 1980년대에 DB의 출현인데, DB는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로 통합 관리할 수 있
게 만든 것이다. 데이터 전산화를 통해 구축된 DB는 논리적으로 연관된 하나 이상의 
자료를 수집하고 구조화함으로써 검색이나 갱신의 효율화를 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DB를 기반으로 고객 정보를 분석하고 적절하게 홍보하는 DB 마케팅이 등장하였다. 
그 후 IT의 발달에 따라 DB 마케팅은 영역과 기술의 진보를 거쳐 현재의 고객관계경
영(CRM; customer relations management)으로 발전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각 학문이나 업무 분야에서 다량의 데이터로부터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기법 적용이 활발해지면서 빅데이터 기술의 기반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경영 분야에서는 다량의 관련 데이터로부터 비즈니스에 유용한 정보를 
만들어내는 비즈니스 분석기술(business analytics)이 인기를 얻고 있으며, 그 대표적
인 활용 분야는 마케팅, 고객관계경영, 판매 분야 등이다.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는 리
스크 관리 고도화, 이상금융 거래방지 등에 활용되고 있다. 생명과학 분야에서는 생물
정보학(bioinformatics), 헬스케어(health care) 관리 등이 의료 산업의 발전과 더불
어 각광받고 있다. 산업분야에서도 센서 등으로부터 얻어지는 제조 공정상의 다량의 
데이터로부터 공정관리나 품질관리를 하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빅데이터의 기반이 형
성되었다. 또한 공공 부분에서는 교통수요예측, 기상정보 연계시스템, 연구개발(R&D) 
시스템 등에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실질적으로 빅데이터는 2010년대에 꽃을 피우고 있다.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기반의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이 독일, 미국 등을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빅데이터는 4차 산
업혁명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산업에서는 독일에서 시작된 ‘인더스트리 4.0’에서 
스마트공장(smart factory) 기술이 발달되면서 빅데이터 기술이 활용되고 있고, 미국 
등에서는 마케팅에 빅데이터 기술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빅데이터의 초기 사례를 들어보자. 2008년 네덜란드에서 창업한 스파크드(Sparked) 회
사를 보자. 이 회사는 수 만 마리의 소에 센서를 부착해 소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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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하였다. 이렇게 축적한 연간 약 200MB의 정보를 이용하여 축산업자가 소에 대한 
움직임, 건강 등을 수시로 확인 가능하게 해주며, 기후 변화 등 외부 빅데이터와 결
합하여 소의 사육 방식을 정밀화하여 더 많은 소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
였다. 이런 시스템 덕분에 스파크드는 소 한 마리당 세계 최고 수준의 우유 생산량을 
기록할 수 있었다.
  또한 빅데이터는 필요한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창출하여 사회적 문제 해결에 큰 역
할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자. 2005년 런던 지하철 폭탄 테러 사건의 용
의자 검거의 일등공신은 CCTV였다고 한다. 용의자들의 모습이 찍힌 버스와 지하철 
내의 CCTV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결정적 단서를 잡았다고 한다. 영국 경찰청의 
빅데이터 분석 실력이 높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빅데이터 분석은 과거에
는 어려웠던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을, 지금은 새로운 정보창출 능력으로 인하여 풀기
가 가능해지고 있다.

 2) 빅데이터 시대와 정보통계학의 발전
  빅데이터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이며, 데이터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추출해 내기 위
해서는 통계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빅데이터는 통계학과 불가
분의 관계에 있다.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 하면서 컴퓨터를 활용하여 빅데이터로부터 
정보를 정확하고 순발력 있게 얻어내는 통계적 방법들이 최근 주요 연구대상이 되며, 
이런 분야를 연구하는 통계학을 정보통계학(informative statistics)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통계학에서 사용되는 모든 통계적 방법들이 빅데이터 분석에 사용될 수 있으나, 
비교적 많이 사용되는 것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①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대규모로 저장된 데이터 안에서 체계적이고 자동적으로 통계적 규칙이나 패턴을 

찾아내 분석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고, 다양한 자료로 활용하는 기술.
  ②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비구조적 텍스트 데이터에서 자연 언어 처리 기술에 기반 하여 유용한 정보를 추

출, 가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분석.
  ③ 오피니언 마이닝(opinion mining): 
    소셜 미디어 등의 비구조적 텍스트의 긍정, 부정, 중립의 선호도를 판별하는 분

석. 
  ④ 소셜 네트워크 분석(SNA; social network analysis):
    소셜 네트워크 연결구조 및 연결  강도 등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명성 및 영향력

을 측정하는 분석.
  ⑤ 군집분석(cluster analysis): 
    통계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가진 개체를 합쳐가면서 최종적으로 유사한 특성의 군

집을 찾아내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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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동적 그래픽스(dynamic graphics):
    이차원 평면에서 데이터의 다차원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동적인 그림을 그려주

는 기법. 
  ⑦ 데이터 시각화(data visualization): 
    이차원 평면에서 데이터가 갖는 각종의 정보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기법.

   데이터 마이닝은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 하면서 그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빅데
이터에서 일정한 패턴을 찾아낼 수 있으면 매우 유익한 정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
다. 데이터 마이닝을 통하여 성공한 대표적 기업으로는 미국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
마존(Amazon)과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를 운영하는 넷플릭스(Netflix)이다. 아마존
은 고객이 지금까지 아마존에서 검색하고 구입한 책의 목록을 통해 고객의 취향과 관
심 영역을 데이터 마이닝으로 파악해 고객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의 책이 나올 때
마다 잊지 않고 꼬박꼬박 알려주는 방식으로 대기업의 초석을 놓았다. 넥플릭스도 회
원이 전에 보았던 영화를 바탕으로 좋아할 만한 영화를 추천하는 ‘시네매치
(cinematch)’ 서비스를 개발해 개인화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기업들은 SNS를 데이터 마이닝의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다. SNS가 개인의 성향을 
노출하는 유력한 통로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를 잘 보여주는 게 소셜 네트워
크 분석(SNA)이다. SNA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에서 수집되는 정보를 분석해 소
비자 마음을 읽는 기법으로 기업의 마케팅은 물론 위기관리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
다.

 3) 인공지능과 지능정보화 시대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은 빅데이터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
술이다. 컴퓨터 정보용어대사전에 따르면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인식, 판단, 추론, 문
제 해결, 그 결과로서의 언어나 행동 지령, 더 나아가서는 학습 기능과 같은 인간의 
두뇌 작용을 이해하는 것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문 분야”이다. 궁극적으로는 두뇌
의 기능을 기계로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3가지 분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① 외계 정보의 인식에 관한 분야 : 시각에 의한 2차원 패턴의 인식, 3차원 세계의 
인식, 음성의 인식, 언어의 인식 등을 연구한다. 이들은 지식과 추론규칙을 사용한 검
색에 입각해서 이루어지며, 화상 이해, 로봇 비전, 음성 이해, 자연언어 이해의 분야
를 구성한다.
  ② 지식의 체계화 : 각종 사실로서의 지식을 어떠한 형식으로 컴퓨터에 기억시키는
가 하는 지식 표현문제, 추론규칙으로서의 지식을 어떠한 형식으로 만들어서, 입력되
는 정보와 사실 지식에서 추론 규칙을 작용시켜서 희망하는 결론을 얻느냐 하는 검색 
문제, 정리 증명 등 주어진 문제를 푸는 순서를 발견하는 문제 해결 등을 다루는 분
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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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학습에 관한 분야 : 외계로부터 정보를 얻어서 사실 지식을 축적하여, 추론규칙
을 자가 형성하는 방법을 명백히 하고, 더 나아가서는 몇 가지 지식의 구조가 그 어
떤 의미에서 유사하다는 것을 검출해서 이들을 통합하고 형성해 가는 방법을 연구한
다.

  인공지능의 연구는 컴퓨터의 탄생과 거의 같은 시기에 개시되었다. 인공지능의 아
버지라고 불리 우는 영국의 수학자 튜링(Alan M. Turing, 1912~1954)은 ‘계산 기계
와 지능(computing machinery and intelligence)’ [Turing 1950]이라는 논문에서,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방법(튜링 테스트(Turing test)), 지능적 기계의 
개발 가능성, 학습하는 기계 등에 대해 썼으며, 이것이 인공지능에 관한 최초의 연구
였다.
  1950년이면 아직 컴퓨터시대 여명기라고 할 수 있는 때에, 튜링은 시대에 앞서 “기
계가 생각할 수 있는가(Can machine think)?”라는 질문을 이 논문에서 던지고 있
다. 튜링은 “컴퓨터가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
에 대해 “만일 질문하는 사람이 인공지능기계(컴퓨터)와 인간과의 반응 사이에서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없다면 컴퓨터는 생각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인공지능에 관한 튜링의 기여를 기반으로, 1956년 여름 미국의 다트머스 대학
(Dartmouth College)에서 10명의 젊은 과학자가 모여 6주간 워크숍을 가졌다. 다트
머스 대학의 메카시(John McCarthy) 교수가 주최하고, MIT 대학의 민스키(Marvin 
L. Minsky) 교수 등이 참여한 이 워크숍은 인공지능학의 시초를 구축하였다. 이 모임
에서 AI이란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다고 한다. 초기에는 추론과 탐색을 핵심으로 AI 
연구가 활발하였고, 1960년대 전반에 걸쳐서 정리의 자동증명, 게임 프로그램, 일반
문제 해결기(GPS)와 같은 해답을 발명하는 프로그램, 수식의 미분, 적분, 인수분해 등
을 자동적으로 행하는 수식 처리 프로그램 등 많은 지능적인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1980년대 중반에 들어와서 자연 언어의 이해, 지식표현의 문제가 적극적으로 다루
어지게 되었고, 로봇의 시각과 행동의 연구도 진전되었다. 인공 지능 응용 시스템의 
하나로서 결정권자의 판단을 돕는 전문가(expert) 시스템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1990년대 초반에 다양한 데이터들을 축적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분석해
주는 논리 알고리즘이 개발되면서 AI 연구는 다시 중흥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 때 
뉴럴 네트워크(neural network) 기술이 발전되면서,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사례들로
부터 자연스러운 일반화 방식을 찾아냈으며, 숨은 통계적 패턴을 발견하게 되었다. 따
라서 뉴럴 네트워크는 패턴인식(pattern recognition)과 분류(classification)에 매우 
유용했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AI 연구가 급진전이 이루어 졌다. 1997년에는 IBM의 AI 슈
퍼컴퓨터 딥블루(Deep Blue)가 세계 체스 챔피언에게 승리했고, 1998년에는 소니 최
초의 AI 로봇 애완동물 아이보(Aibo)가 개발됐다. 2011년에는 IBM이 개발한 슈퍼컴
퓨터 왓슨(Watson)이 미국의 유명한 퀴즈쇼 ‘제퍼디(Jeopardy)’에서 우승하는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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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였고, 애플 AI 음성인식 소프트웨어 시리(Siri)가 발표됐다. 2016년에는 구글 
딥마인드(Google DeepMind)가 개발한 AI 바둑 프로그램인 알파고(AlphaGo)가 한국
의 이세돌 9단과의 공개대국에서 4승 1패로 승리했고, 2017년 바둑 세계 랭킹 1위 
프로기사인 중국의 커제 9단과의 3번기에서 모두 승리함으로써, AI 바둑 프로그램이 
이미 인간을 넘어섰음을 증명하였다.
  알파고의 핵심 알고리즘은 심층학습(deep learning) 기술이다. 이 기술은 수십만 
건의 빅데이터 기보(棋譜) 학습을 통하여 인간과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학습하여 기
억하고 판단하는 고안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한다. 딥러닝은 빅데이터와 컴퓨터 알
고리즘의 협업의 뛰어난 산물이다. 왓슨은 자연어 형식으로 된 질문들에 답할 수 있
는 AI 컴퓨터 시스템으로, 왓슨의 적용 범위는 매우 다양하다. 적용 범위는 종양학, 
방사선학, 법학, 세금 규정, 소비자 서비스 등 전문 왓슨이 적용 범위별로 따로 만들
어져 있으며, 그렇게 해야 각 시스템에 맞는 데이터를 입력해 정확하게 훈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4. 데이터과학의 발전

 1) 데이터과학이란?
  4차 산업혁명의 근간에는 다량의 데이터를 소프트웨어와 연계하여 신속정확하게 정보
를 창출하고 활용하는 과학이 중요성을 띄고 있다. 이런 학문을 데이터 과학(data 
science) 혹은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부른다. 데이터 과학은 데이터의 수집과 저장에 필
요한 데이터 프로세싱 기술과 데이터 분석에 관한 지식(통계학, 데이터 마이닝, 머신 런
닝 등)을 기반으로 다량의 데이터로부터 패턴을 찾아내고, 통계적 추정, 예측 모델링 등
을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창출하고, 이를 실제로 활용하는 것을 연구하는 융합과학
(convergence science)이다.
  데이터 과학이란 용어는 [Naur 1974] 교수의 저서 ⌜Concise Survey of Computer 
Methods⌟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다고 한다. 그 후 1996년에 국제분류학회연합(IFCS)
에서 공식적으로 이 용어가 사용되었고, 2002년에는 학회지로 <Data Science 
Journal>이 발행되면서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다. Wikipedia 사전은 데이터 과학 프로세
스로 <그림 3>을 제시하였다. 이 그림에서 보면 원시데이터를 먼저 수집(raw data 
collected)하고, 이를 프로세싱하여(data is processed) 정리하고 저장하여야 한다. 다
음으로 잘못된 데이터를 제거하여 깨끗한 데이터(clean dataset)를 만드는 작업을 수행
하여야 한다. 여기까지는 주로 전산과학(computational science)의 연구영역이다. 다음 
단계는 탐구데이터분석(exploratory data analysis)과 모델링(models & algorithms)으
로 이는 통계학의 연구영역이다. 그 다음 단계로는 소통하고 시각화하여 보고서
(communicate, visualize and report)를 작성하고 의사결정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
는 것이다. 이는 전문 학문 영역(예로, 경영학, 산업공학, 보건학 등)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데이터 결과물(data product)은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여야 하며, 이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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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의 원시데이터 수집에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즉, 데이터 과학은 전산과
학, 통계학, 전문 학문(경영학, 산업공학, 보건학 등) 등의 융합학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3> 데이터 과학 프로세스 흐름도 (Wikipedia)

  최근 다량의 데이터로부터 기계학습이나 심층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AI)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AI와 데이터과학을 융합하여 연구하는 추세가 일어나고 있다. 
이를 광의의 데이터과학, 혹은 광의의 AI연구라고 부르기도 한다. 차츰 AI와 데이터
과학(특히 빅데이터 연구)이 융합해 가는 추세이므로, 앞으로는 이 둘은 분리하기가 
차츰 어려질 전망이다.

 2) 데이터 과학 교육 내용
  데이터 과학은 신학문으로 어떤 과목을 공부하여야 할지 정확히 명시된 기준은 없
다. 그러나 미국에서 데이터 과학 석사학위를 개설한 50여개 대학들의 과목들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이 세 분야의 과목들이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

  ① 전산과학 분야 과목:
  프로그램밍, 데이터 저장 및 정보검색, 데이터 베이스(DB) 관리,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심층학습(deep learning), 빅 데이터 관련 기술     
  (Hadoop, 텍스트 마이닝, 오피니언 마이닝 등), 알고리즘(algorithms) 등
  ② 통계학 분야 과목:
  탐구적 데이터 분석(exploratory data analysis), 선형통계분석, 다변량통계분석,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동적 그래픽스(dynamic graphics), 데이터 시각화   
  방법 (data visualization methods), 통계 예측 모델링 (statistical prediction
  modelling), 통계 소프트웨어(R, SAS, SPSS, Minitab 등) 등 
  ③ 경영학(산업공학) 등 기타 전문 영역 과목:  
  소셜 네트워크 분석(SNS), 커뮤니케이션 스킬(communication skill), 운영연구    
  (OR), 고객만족 품질경영, 연구방법론(research methods), 경영최적화와 시뮬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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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션, 빅데이터 프로젝트 등

  물론 위의 과목들을 석사과정 2년간에 학생이 다 수강할 수 없으므로, 학교의 특성
에 따라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등으로 구분하여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도 2014년부터 데이터 과학 석사과정을 설립하기 시작하였으며, 서울대학교, 국민대
학교, 단국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건국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세종대학교 등 많
은 대학에서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5. 데이터경제 시대의 도래

 1) 데이터경제란?
  ‘데이터 경제’란 개념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발표한 ‘유럽 데이터 경제 육성
책(Building a European Data Economy, 2017)’에서 제시한 것으로, 데이터의 활용
이 모든 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가치 창출에 촉매역할을 담당하는 시대의 경제라는 뜻
이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자동차 등의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모두 데이터 기반 기술이므로, 데이터의 중요성과 역할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부족하
다. 향후 사회는 데이터센터를 통해 온갖 종류의 서비스에 연결되고 운영되는 데이터 
경제시대가 도래할 것이 자명하다.
  ‘유럽 데이터 경제 육성책’의 골자를 보면, 유럽연합 내에서의 데이터의 자유로운 
공개와 사용을 보장하고,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
는데 각국이 역량을 강화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특히 영국은 공공 분야 정보를 공개
하는 오픈데이터 정책에 주력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서 오픈데이터의 글로벌 선두 
국가다. 영국은 2014년에 이미 ‘오픈데이터 전략(Open Data Strategy)’ 발표하면서 
데이터 공개 의무화, 데이터의 양적⋅질적 수준 향상, 혁신을 위한 데이터 이용 개방 
등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원칙을 발표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 지난 박근
혜 정부에서는 ‘정부 3.0’ 전략을 통해 ‘오픈데이터 5대 강국’ 도약을 위해 공공데이
터 개방을 적극 추진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아쉬움이 
크다.
  데이터 경제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 중 하나는 국가가 생산하고 있는 공공 
통계데이터의 신뢰성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와 개방이다. 정부의 여러 부처에서 생산
하고 있는 인구, 주택, 의료건강, 기후환경, 국민소득, 교통 등에 관한 통계데이터는 
특히 빅데이터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어 산업의 선진화는 물론 많은 벤처 기업을 창
출할 수도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공공 통계데이터 전체를 통합하고 표준화할 역량
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공개도 부진하고 신뢰성도 떨어져 안타까운 현실이다.

 2) 데이터 플랫폼 기업의 약진
  2020년 7월 5일 현재 글로벌 시가총액 7대 기업은 미국의 애플(1위), 마이크로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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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2위), 아마존(3위), 구글(4위), 페이스북(5위)과 중국의 알리바바(6위)와 텐센트(7위)
로, 이들은 모두 데이터 플랫폼과 IT/인터넷 기술을 융합하여 운영하는 회사이고, 데
이터와 소프트웨어 기반의 4차 산업혁명의 선두 기업으로 군림하고 있다. 미국과 중
국이 단연 선두에 배치되어 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글로벌 시가총액 기업으로 에
너지, 통신, 식음료 기업 등이 자리 잡은 것과는 큰 차이다. 이런 변화는 데이터의 중
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인간 삶에 있어 데이터가 석유나 식음료처럼 중요한 자원으로 
자리 잡으면서 소위 ‘데이터 경제’ 시대로 진입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2020년 7월 5일 현재 삼성전자(1위), SK하이닉스(2위), 삼성바이오로직
스(3위)로 반도체와 제약회사가 시가총액 상위에 포진하고 있으나, 데이터 플랫폼과 
IT/인터넷 비즈니스를 하는 네이버(4위), 카카오(8위) 등의 약진이 주목된다. 국내외 
데이터 플랫폼 기업들의 데이터 수집능력과 활용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이들
이 제공하는 개인용 맞춤형 데이터 서비스의 위력도 대단하다. 메일과 지도검색에서 
시작하여 음식점, 패션까지 제공한다. 이들은 고객의 메일이나 검색 등을 통해 데이터
를 축적하고, 이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더 좋은 제품 서비스를 개발한다. 데이터 
플랫폼의 상승효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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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주제. 영어 제대로 배우기: 영어공부와 영어배우기의 차이

권오량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명예교수)

1. 세계어로서의 영어

  16세기 말까지는 영어는 영국에 사는 600-700만 명의 언어였다. 지금은 30여 개국 
4억여 명에게 모국어이고, 20여 개국에서 3억 5천만여 명에게 공용어이고, 나머지 전 
세계인에게 국제어이다.  모국어나 공용어로 사용하는 인원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카추루(Kachru, 1985)는 영어 사용권을 3개로 나누어서, 내부원(inner circle: 미국, 
영국, 호주 등), 외부원(outer circle: 인도, 싱가포르 등), 확장원(expanding circle: 
한국, 일본, 독일 등)으로 나누었다. 이런 분류에 따라서 영어의 지위도 달라지는데, (1) 
모국어로서의 영어(English as the First Language: L1), (2) 제2언어로서의 영어 (모
국어와 함께 영어를 국가공용어로 사용)(English as a Second Language: ESL), (3) 
외국어로서의 영어(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EFL), (4) 국제적 공용어(lingua 
franca)로서의 영어(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 EIL) 등으로 나누기도 
한다. 이 각각의 범주에 따른 지역적, 사회적 변이형들이 있다.
  영어가 세계어가 되면서, 영어의 소유권(ownership)과 원어민(native speaker)이라
는 개념에 대한 논쟁이 있다(Alatis & Straehle, 1997; Rampton, 1996; Smith, 
1987). B. 카추루(B. Kachru. 1996, p.1)는 “누가 영어를 소유하는가? 당신이 영어를 
사용할 줄 안다면, 당신이 주인이다.”라고 하였고, 알테킨(Alptekin, 1966)은 “영어의 
경우, 국제적 공용어라는 지위에서 본다면, 원어민만이 문법성이나 적절성에 대한 판
단자이고 유일한 주인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p.38)라고 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원어민들에 의해서 원어민 영어의 표준을 부과하려는 시도는 언어적 
제국주의(linguistic imperialism)의 일환이라고 본다(Alatis & Straehle, 1997; 
Canagarajah, 1997; Phillipson, 1992; Romaine, 1997). 애벗(Abbot, 1996)은 영
어를 교수용어로 사용하는 것은 문화침략(cultural invasion)을 조장한다고 보았고, 
츠다 유키오(Yukio Tsuda, 1967, p.23)는 영어의 헤게모니가 세 가지 큰 악영향을 
주는데, (1) 국제적 소통상의 불평등, (2) 문화적 지배, (3) 정신의 식민지화가 그것이
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영어의 세력은 점점 커지고 있다.

2. 영어 학습에 관한 몇 가지 속설과 오해들

  영어 학습에 관한 여러 속설과 오해들이 있다. 이것은 얼핏 들으면 그럴 듯 해보이
지만, 실제로는 사실이 아닌 것들이다. 다음과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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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어는 발음이 매우 중요하다.(?)
  영어 발음 중에는 우리에게는 알아듣기 어렵고 잘 발음하기도 어려운 것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영어에서, 발음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발음상의 오
류는 원어민들에게는 사실 중요하지 않은 하찮은 문제라고 많은 학자들이 지적한다
(Ensz, 1976; Galloway, 1980; Politzer, 1978). 그들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방해하
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틀린 단어가 틀린 문법 구조 속에서 사용되는 것이라고 한다
(Galloway, 1980; Politzer, 1978).
  그리고 어느 영어의 발음을 말하는가? 크게 보면 영국 영어와 미국 영어인데, 이들 
영어 안에서도 지역적인 사투리가 있다. 세계적으로 본다면 소위 인도 영어, 싱가포르 
영어 등도 많이 있다. 이들 발음이 조금씩 다른데, 어떤 영어를 배워야 하는가? 우리
나라는 미국의 소위 표준 발음을 기본으로 하는데, 국제적으로 시야를 넓히면 영어의 
발음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루드위그라는 학자(Ludwig, 1983)는 원어민이 비원어민의 오류를 평가하는 기준으
로 세 가지를 들었는데, 바로 (a) 해득 가능성(Comprehensibility/Intelligibility), (b) 
짜증/혼란 유발 정도(Irritation/ Distraction), (c) 수용 가능성(Acceptability)이다.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득 가능성”이란 것은 원어민이 얼마나 알아듣느냐의 문제이다. 외국인이 
하는 우리말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원어
민들은 외국인이 좀 발음을 잘 못해도 대개는 잘 알아듣는다. 뒤집어 생각해보라. 요
즘은 우리나라에도 외국인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국어 발음을 좀 이상하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웬만하면 알아듣지 않는가?
  다음으로 “짜증/혼란 유발 정도”는 외국인이 하는 말을 알아듣기는 하는데, 좀 애
를 먹고 혼란스러운 정도를 말한다. 발음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발음뿐만 아니라 
문법도 잘 맞지 않을 때에 알아듣는데 짜증스럽고 혼란스러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용 가능성”이란 것은, 외국인이 하는 말의 뜻은 알겠는데, 모국어 화
자들은 그런 말을 잘 쓰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우리말을 예로 든다면, 젊은 외국
인이 우리나라 노인에게 “지금 어디 가니?”라고 한다면, 위에서 말한 “해독 가능성”
도 있고 “짜증/혼란 유발 정도”도 별로 적지만, “수용 가능성” 측면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표현이라고 할 것이다. 외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
로 이 “수용 가능성” 문제일 수도 있다. 이것은 에티켓 문제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영어에서 “Yes.”는 약간 격식을 갖는 말이라면, “Yeh!”는 친한 친구들 사이에나 쓰
는 비격식체의 말이다. 격식을 갖추고 대해야 하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 “Yeh!”라고 
한다면, 무슨 말인지는 충분이 알지만, 수용가능성은 낮은 것이다. 

 2) 영어는 원어민에게서 배우는 것이 가장 좋다.(?)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원어민에게서 배워야 제대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
나 피터 멧지스(Pẻter Medgyes, 1992/1996)는 원어민 교사와 비원어민 교사가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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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교육을 할 확률은 같다고 하였다. 한편 그가 밝히는 비원어민 교사의 유리한 점
은 다음과 같다.

  (1) 비원어민 영어교사만이 성공한 영어학습자로서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다.
  (2) 비원어민 영어교사는 학습책략을 더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
  (3) 비원어민 영어교사는 더 많은 정보를 학습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4) 비원어민 영어교사는 언어상 어려운 점을 더 잘 예상할 수 있다.
  (5) 비원어민 영어교사는 학습자들의 요구사항과 어려움에 좀 더 공감할 수 있다.
  (6) 비원어민 영어교사만이 학습자의 모국어로 소통하는 이점을 누릴 수 있다.

 3) 영어는 본토에 가서 배우는 것이 가장 좋다.(?)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세 번째 믿음은 영어는 본토, 즉 미국이나 영국 등에 가서 
배우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소위 “본토”라는 것도 개념이 
모호하다. 예를 들어, 영어를 제2언어로 쓰는 인도나 필리핀 같은 곳은 본토인가? 또
한 한국 안에서 제주도의 영어 마을과 같은 곳은 “본토”인가?
  그리고 본토에만 가면 모두 영어를 사용하는가? 요즘 미국에도 한국인들이 많이 사
는데, 유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한국 학생끼리 한국어로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아서, 
“본토”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영어를 사용하는 기회가 많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에 있으면서도 스스로 자신이 영어에 많이 노출시키고, 
영어를 부단히 가까이 대하면 얼마든지 영어를 잘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본인이 영어를 가까이 하는 장치를 마련한다면 그것이 본토이건 한국이건 관
계가 없는 것이다. 

 4) 교과서의 영어는 실생활 영어나 수능시험 영어로는 부족하다.(?)
  현재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는 3학년이 되면 영어 교과서는 간단히 해치우고 나머
지 대부분의 시간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대비하는 문제집 형태의 부교재를 가지고 
문제 풀이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현실이다. 일견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
지만, 만약 학생이 영어 자체를 잘 배운다면 문제 풀이는 간단히 몇 가지 유의사항만 
알면 어렵지 않게 해결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영어 자체
의 실력을 늘여야하는 것이다.
  영어 자체의 실력은 어떻게 늘이는가? 바로 교과서이다. 나는 교과서는 학생 영어 
실력의 고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객지에 나가서 어려운 문제에 부딪
히면, 고향에서 배운 지식을 근거로 해결한다고 볼 때, 고향에서 배운 지식에 해당하
는 것이 바로 교과서의 지식인 것이다. 교과서는 교육부에서 지정한 필수 어휘, 의사
소통 기능, 문법 사항들을 적절히 배열해두었기 때문에 교과서만 철저히 이해를 하고 
마스터를 한다면, 모든 영어는 이에 근거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고등학
교 3학년의 “고등영어 II” 정도를 “완전히 마스터”하고 나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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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는 영어는 거의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 여기서 “완전히 마스터”라
는 것은 문자 그대로 완전하게 나의 것으로 익히는 것을 말한다.

 5) 100문장만 외우면, 혹은 3개월이면 영어를 마스터할 수 있다(?).
  가끔 책이나 학원 등의 광고에, “100문장만 외우면 영어를 마스터할 수 있다.” 혹
은 “영어 3개월 속성 완성” 등과 같은 문구를 볼 수 있다. 과연 그럴까? 물론 영어의 
핵심 문장 100개를 철저히 외워서 나의 것으로 만들면 영어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3개월 동안에 속성으로 배우는 영어도 도움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국어를 그렇게 배웠는가? 한국어가 그렇게 쉽게 배워졌는가? 하나의 언어
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에 걸쳐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과정에서 
어휘와 표현도 배우고 어법도 제대로 배우게 된다. 따라서 영어를 단기간에 속성으로 
마스터하려는 생각보다는 꾸준히 어휘도 늘리고 표현과 문법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영어와 영어 학습에 대한 좀 잘못된 이해, 즉 속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오해(속설)들을 바로 잡고, 영어 학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3. 좋은 영어 학습자의 특징

  좋은 영어 학습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이에 대해 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특
성들을 나열한다(Cf. Rubin & Thomson, 1982; Brown, 2000에서 재인용). 설명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말들이다.

 1) 자기 주도하에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다.
 2) 영어에 관한 정보를 나름대로 조직한다.
 3) 문법과 어휘를 가지고 실험을 하면서 “감”을 익힌다.
 4) 교실 내외에서 연습할 기회를 스스로 창출한다.
 5)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모르는 것이 있어도 계속 듣거나 읽는다.
 6) 배운 것을 기억할 여러 가지 기억술과 전략을 사용한다.
 7)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활용하여 도움이 되게 한다.
 8) 모국어의 지식을 영어 학습에 활용한다.
 9) 맥락에서 의미를 이해한다.
 10) 지적(知的) 추측을 한다.
 11) 구절, 관용적 표현의 뭉치를 통째로 익혀서, 실제 능력 이상을 발휘한다..
 12) 대화가 지속되는데 필요한 몇 가지 기교를 익힌다.
 13) 자기 능력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울 발화 전략을 익힌다.
 14) 여러 담화 및 작문 스타일을 배워서 상황에 맞게 격식을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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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영어를 제대로 배우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이제 조금은 구체적으
로 영어를 제대로 배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4. 영어 제대로 배우기

  영어를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갖고 있는 영어, 영
어 공부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그 다음에는 효과적인 영어 학습 방법을 제대
로 알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
  우선 영어를 할 줄 안다는 말의 의미부터 생각해보자. 영어교육학에서는 “영어를 
안다”는 것과 “영어를 할 줄 안다”는 것은 다르다고 보는데, “영어를 안다”는 것은 
소위 “선언적 지식(Declarative knowledge)”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주어가 삼인칭 
단수일 때 현재 동사에는 -s를 붙인다.”라는 지식을 아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아
는 사람이 실제로 영어를 말하거나 쓸 때 삼인칭 단수 현재 동사에 -s를 붙이지 못한
다면 그 지식은 그냥 “선언적 지식”에 머물러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비해 말하거나 
쓸 때에 삼인칭 단수 현재 동사에 -s를 붙여서 쓴다면 그 사람은 “절차적 지식
(Procedural knowledge)”까지 갖춘 사람이라고 본다.
  우리나라 학생의 대부분은 이 “선언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의 구분에서 “선언적 
지식”의 수준에도 제대로 도달하지 못한 것 같다. 그런데, 영어를 잘 한다는 것은 문
제를 잘 푸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영어를 잘 사용한다는 의미라고 본다면, 바로 “절
차적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말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인식 전환의 방향
  먼저, 영어를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인식 전환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몇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1) 영어를 이론(theory) 과목이 아니라 실기(skill) 과목으로 인식할 것
  가장 먼저 생각을 바꾸어야 할 부분은 영어는 이론(theory) 과목이 아니라 실기
(skill) 과목이라고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영어는 수학이나 물
리와 같은 이론 과목이 아니라, 피아노나 그림, 테니스처럼 실기 과목이라는 것이다. 
피아노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면, 악보를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외워도 피아노를 잘 
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피아노를 잘 치는 것은 피아노 앞에 앉아서 계속 건반을 두
드려서 치는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악보는 피아노를 치기 위해서 보고 
참조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영어 학습이 악보만 들여다보
고 있고, 실제로 피아노 건반을 누르는 연습은 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런 의미에서, “영어 공부하기”(Studying English)와 “영어 배우기”(Learning 
English)의 차이에 대해서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위에서 영어는 이론이 아니라 실
기라고 했는데, 실기는 배우는(learning) 것이지, 공부하는(studying) 것이 아니다. 예



- 46 -

를 들어, 실기 과목인 피아노, 그림 그리기나 테니스는 배운다고 하지, 공부한다고 하
지는 않는다. 영어도 배워야 하지, 공부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린 아이가 우
리  말을 ‘배우는’ 것이지 ‘공부하는’ 것이 아닌데, 왜 영어는 배우려고 하지 않고 공
부를 하려고 하는가?
  영어를 공부(study)한다는 것은 영문법 학자들이 영어의 구조나 발음 등에 대해 연
구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도 study라는 동사와 어근이 같은 student라는 말은 우리
말로 “학도”라고 해서, “공학도” (engineering students), “천문학도”(students of 
astronomy) 등으로 쓰이는데, 이들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다. 

  (2) 영어의 레퍼토리 늘리기
  우리가 음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저 사람은 연주할 수 있는 레퍼
토리가 아주 다양하지.”라는 말을 할 때가 있다. 사전에서 “레퍼토리”의 정의를 찾아
보면, “개인이나 단체가 공연/연주할 수 있거나 할 준비가 된 음악들”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다. 그렇다면, 학생이 영어로 말을 하는 경우에도, “저 사람은 영어로 말을 할 
수 있는 레퍼토리가 아주 다양하지.”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영어의 레퍼토리는 어
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음악에서의 레퍼토리 정의를 빌려서 정의를 내려 본다면, 
“개인이나 단체가 청취/발화/독해/작문할 수 있거나 할 준비가 된 담화 단위들 (예: 
단어들, 구, 문장들)”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영어의 레퍼토리라고 할 수 있을까? 가장 쉬운 것부터 예로 
든다면, 아침에 만난 사람에게 “Good morning!”이라고 인사를 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의 간단한 레퍼토리하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낮에 만난 사
람에게 “Good afternoon!”이라고 인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은 두 번째의 레퍼토리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확대하여 나간다면, “What’s your name?”이라고 누가 묻는 
것을 알아듣는 능력도 듣는 레퍼토리 중의 하나가 될 것이고, 이에 대해, “My name 
is 00.”이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그것도 그 사람의 레퍼토리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확대하여 나간다면 웬만한 대화나 담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의 레퍼토리
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읽고, 나의 영어로 이것을 전달할 수 있다면, 이
것도 나의 레퍼토리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이런 레퍼토리를 기본적으로 확립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앞에
서, 학생들에게 교과서는 영어의 고향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 말을 레
퍼토리 확장에 적용해보자. 현재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공
식적으로 시작하는데, 각 학년에서 나오는 핵심 문장들을 모두 나의 레퍼토리로 만든
다고 해보자. 한 학년에 최소한 10개 정도의 단원이 나오므로, 한 단원에서 3개 정도
의 핵심 문장을 나의 레퍼토리로 만든다면, 초등학교에서 120개의 핵심 문장이 나의 
레퍼토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중학교에 가서는 핵심 문장과 더불어 조금 긴 읽기 문
단들이 나오는데, 그 읽기 문단을 전부 나의 레퍼토리로 만들어서 내가 그것들을 이
야기할 수 있다면, 중학교 기간 동안에 적어도 90개의 핵심 문장과 30개의 이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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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레퍼토리로 가질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정도만 해도 이미 기본적인 영어에 대
한 이해와 더불어 회화도 가능한 수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고등학교 3년 동안에 이
와 같은 방법으로 레퍼토리를 늘려 가면, 고등학교 졸업한 정도의 영어 실력으로도 
상당한 수준의 영어 사용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3) 어휘, 문법을 맥락 속에서 익히기
  우리말에 사용되는 어휘를 맥락 속에서 익히지 않고, 따로 떼어 내어서 외운 적이 
있는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우리말에 쓰이는 모든 단어는 모두 실제 문장이라는 맥
락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와 함께 그 뜻을 알게 된 것이다. 영어 단어도 마찬가지
이다. 영어 단어만 따로 떼어내어 뜻을 익히려고 하지 말고, 문장 채로 익혀야 그 뜻
도 정확하게 알고, 실제 사용할 때도 그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자. 우리말의 “길” 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로 “road”와 “way”가 있다. 그런
데 이것을 그냥 떼어 내어서 외우게 되면, 나중에 “시골길”을 “country road”라고 
하지 않고, “country way”라고 잘 못 말할 수 있고 (구글에 찾아보면, 고유명사로 
“Country Way”라는 말이 나오기는 한다),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를 “I will go 
my way.”라고 하지 않고 “I will go my road.”라고 잘 못 말할 수도 있다.
  문법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학교에서 문법을 배우면서, 그냥 그 문법사항만 떼어 
내어서 익히려고 한다. 예를 들어서, “be going to + 동사원형”이라는 구조가 미래를 
표현한다고 배우면서, 그대로 외우려고 한다. 그런데 생각해보라. 우리가 실제로 영어
를 사용해야 할 경우에, “be going to + 동사원형”이라는 말을 그대로 사용하는 일
이 있는가? 없다. 그렇다면 차라리, “I am going to buy a book.”이라는 문장을 하
나 외우면서, 그 속에 미래 행동을 표현하는 문법적 구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문장을 알고 있으면, 나중에 “I am going to visit my 
grandparents.” 라든가, “I am going to meet her tomorrow.” 등과 같은 변형도 
훨씬 쉽게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문법 사항도 실제 예문을 기억하는 것
이 문법 자체를 기억하는 것보다 더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4) 표현기능 연습의 중요성
  영어도 우리말과 마찬가지로 언어이다. 우리말을 배우면서 그냥 듣거나 읽는 것만
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연습을 해야 제대로 익히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영어를 배우면서 말하거나 쓰는 연습을 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영어를 배운다고 할 수 없다. 이것을 학문적으로는 입력 가설(Input 
Hypothesis)과 출력 가설(Output Hypothesis)이라는 말로 설명하는데, 입력 가설이
란 것은 주로 이해 기능, 즉 듣기와 읽기에 관계되는 말이다. 즉 듣거나 읽을 때 현
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아주 조금 상위에 있는 어휘나 문법 사항들을 보고 들을 
때, 맥락 속에서 그 뜻을 이해하면서 배우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서 출력 가설
이란 것은,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에 입력만으로는 부족하고,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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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나 쓰기로 표현을 하면서 배운다는 것이다. 즉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할 때에 
내가 한 말에 뭔가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바른 어휘나 표현을 찾아 간다는 이
론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이해 기능만으로는 되지 
않고 표현 기능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문제 풀이보다 체득
  영어는 복잡한 문제집을 가지고 풀이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학생들이 많다. “공
부”는 그렇게 할 지 몰라도, “배우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영어도 한국어와 마
찬가지로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를 배우는 방법을 써야지 문제를 푸는 방법을 쓰서는 
안 된다. 문제를 푸는 것은 문제가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데, 언어는 사용하는 
것이지 문제를 풀기 위해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는데, 영어는 자꾸 사용하면서 
체득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다.

 2) 효과적인 영어 학습을 위한 원칙들
  영어를 어떻게 배워야 잘 배울 수 있을까? 이번에는 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보자. 
앞에서도 여러 번 밝혔듯이 영어는 우리말처럼 하나의 언어이므로 반복해서 사용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반복학습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자.

  (1) 반복 학습의 의미를 바로 알자.
  영어도 반복해서 사용해야 한다. 어떻게 반복하는 것인가?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
는데, 극단적으로 비교해서 매일 10분씩 영어를 접하면서 듣고 읽고 말하고 쓰는 것
을 반복하는 것과, 열흘에 한번 100분씩 반복하는 것 중에서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일
까? 이런 질문을 하면 누구나 매일 10분씩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대답할 것이
다. 문제는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조차도 실제로는 열흘에 100분, 혹은 5일에 50분
간 “공부”하는 식으로 영어를 대하는 일이 많다는 데에 있다.
  비슷한 원리로 한 문장을 100번 단순 반복하면서 외우려는 노력이 효과적일까? 아
니면 뜻이 연결되는 이야기가 있는 문장 10문장을 10회 반복하면서 그 의미를 음미
하는 노력이 더 효과적이고 오래 기억에 남을까? 이것에 대한 답변도 대부분의 사람
들은 두 번째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실제로는 그렇게 영어를 
익히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르기를 “學而時習之不亦悅乎(학이시습지불역열호)”라고 하였다. 
이미 들어본 말이겠지만,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라는 뜻이
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배우는 것만으로 되지 않고, “때때로” 익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때로” 익히는 노력을 현대의 학생들은 거의 하지 않는다. 앞에서 말한 “피아
노”의 예로 설명한다면, 피아노 연주법에 대해서 배우기는 하는데, 실제로 피아노를 
치는 연습은 없는 것과 같다. 심지어는 연주법에 관한 필기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서 그것이 피아노연주를 배우는 방법이라고 착각하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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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나는 내가 “누적적 방법(Cumulative Method)”이라고 이름 붙인 방법을 제
시하고 설명해보려고 한다. 이 방법은 내가 초등학교 다니던 어릴 때 아버지에게서 
한문을 배우면서, 가르쳐주셔서 사용하던 방법이다. 나는 “명심보감”이라는 책을 배웠
는데, 매일 아침 식전에 하루 2-3문장 정도의 한문을 배웠다. 그리고 오후에 학교에 
다녀와서, 아침에 배운 부분을 소리 내어 읽으면서 나의 것으로 만드는 노력을 하였
다. 그런데 그날 배운 부분만 읽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책의 맨 처음부터 그날 배운 
곳까지를 한꺼번에 읽는 것이다. 물론 여러 페이지를 배운 시점에서는 처음부터 읽기
에는 분량이 너무 많아서, 적당히 앞의 몇 페이지를 건너 뛰어 새로 시작을 하였다. 
그러나 그날 배운 부분만을 읽지는 않고 언제나 앞의 몇 페이지를 포함하여 읽는 것
이다. 다시 말해 배운 부분을 누적적으로 늘려가면서 반복하여 읽고 익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누적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복습을 한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니 나중에는 배운 부분이 저절로 외워지게 되었다.

  (2) 영어를 몸에 지니기
  다음으로 우리가 알고 실행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영어를 몸에 지녀야 한다는 것이
다. 비유를 해서 말한다면, 손끝에서 영어책(자료)까지의 거리가 바로 자신과 영어간
의 거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영어 책이나 학습 자료를 항상 몸에 지
니고 있으면서 수시로 이를 보고 익히는 사람은 영어와 가까워지고 차츰 배우게 될 
것이다. 반대로 영어를 그냥 수업시간에만 잠시 “공부”하고 나서 다시 다음 수업시간
까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면, 영어를 몸에 익힐 수는 없게 될 것이다. 영어는 이론과
목이 아니고 실기과목이라는 말을 앞에서 하였는데, 실기는 실제로 실습해보는 시간
을 많이 가져야 한다.
  그런 면에서, 일본어 격언이 하나 눈에 띈다. 그 격언은 “배우기보다는 익숙해져
라.”인데, 이 말의 진정한 뜻은 “익숙해져라”라는 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
해, 뭔가를 새롭게 배운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나의 것이 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듣거나 읽고 쓰는 것은 혼자서도 되는데, 말하는 연습은 혼자서는 되지 않
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정말로 말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면 친구들과 약속을 하여서 
서로 영어로 말하는 연습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약속도 어렵다면, 일인이역을 
하면서 혼자서 가상의 상대와 회화연습을 중얼거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별로 
효과가 없어 보이지만, 계속하다 보면 그 효과가 생각보다는 좋다는 것을 느낄 것이
다. 영어를 항상 몸에 지니고 사용하도록 하자.

  (3) 억지로 외우려하기보다 결과적으로 기억되도록 하라.
  많은 사람들이 영어는 무조건 외워야 한다고 말한다. 외우는 것이 전혀 소용없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단순 암기는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렇다면 어떻
게 하는 것이 좋은가? 자꾸 듣고, 말하고, 읽고, 쓰기를 하다보면 영어가 말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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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표현이 기억될 것이다. 따라서 외워서 기억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접하고 
사용하여서 결과적으로 나도 모르게 상황과 함께 기억이 되도록 한다.

 3) 실천 방법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기본은 학생의 신분에 가장 충실
하면서, 학생이라는 위치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1) 중·고교 교과서의 마스터
  학생이라면 교과서가 기본이다. 앞에서 교과서가 영어의 고향이 되어야 한다고 했
는데, 고향이 되려면 교과서를 완전하게 익혀야 한다. 전에 어떤 지방 대학생이 나에
게 와서, 영어를 제대로 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나는 중학교 1학년 교과서
부터 (그때는 영어를 중학교에서부터 배웠다)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권씩 완전히 외
다시피 익히면 중학교 3학년 교과서를 마칠 무렵이면 영어가 조금씩 될 것이라고 조
언하였다. 과연 그 학생은 그 말대로 하였고, 한 학기 후에 나에게 영어가 조금씩 된
다고 하였다. 나는 고등학교 교과서도 한 학기동안에 같은 식으로 해보라고 했다. 그 
학생은 일 년 만에 영어를 실제로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여러
분에게 다음과 같은 방법을 권한다.

   ➀ 먼저 자습서를 보면서, 단어, 구문, 문장들의 뜻을 익힐 것: 모든 영어 교과서
에는 소위 “자습서”라는 것이 팔리고 있고, 이 자습서는 교과서의 내용을 알기 쉽게 
자세히 풀이를 하고 있다. 따라서 교과서와 자습서를 가지고 교과서의 내용을 먼저 
완벽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➁ 테이프 듣고 따라 말하기: 일단 영어 문장의 단어와 숙어, 문법 사항을 자습서
를 통해 완전하게 이해를 하였으면, 책의 내용이 녹음된 CD/MP3 등을 들으면서 듣
는 연습을 한다. 한 번만 듣지 말고, 계속 반복해서 들어서 내용이 익숙해지고, 다음 
내용을 예상할 정도가 되면 소리를 내어서 따라 말하기를 하여서 나의 것으로 완전하
게 만든다.
   ➂ 소리 내어 여러 번 읽기: 이것은 읽기 활동의 하나인데, 문자로 쓰인 대화나 
본문을 직접 소리 내어서 읽는다. 소리 내어 읽으면 읽는 소리를 자신이 들으므로 듣
기 훈련과 말하기 훈련까지 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학생 시절에는 소리
를 내어서 많이 읽는 것이 좋다. 내가 중학교 다니던 시절에 어떤 선생님은 말씀하시
기를, “여러분이 책을 읽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이웃집이 이사를 갈 만큼 항상 소리 
내어서 많이 읽어라.”라고 까지 한 적이 있다. 지금은 실제 그렇게 했다가는 공해라고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이야기의 핵심은 반복해서 계속 읽다보면, 영어의 단어나 
문법, 표현 등이 완전히 나의 것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➃ 쓰기: 쓰기는 현재 학생들이 가장 소홀히 하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한다. 쓰기 
연습에는 단계가 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책에 나오는 문장들을 그냥 베껴 쓰는 것부
터 시작한다. 베껴 쓰면서 단어의 철자, 구두점, 문법구조 등을 익힐 수가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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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한 단원을 5회 정도 베껴 쓰면, 영어문장에 보다 익숙해질 것이다.
  그 다음에는 “고쳐 쓰기” 단계이다. 이것은 그냥 베껴 쓰기에서 조금 발전한 단계
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의 경우라면, 현재형으로 된 문장을 과거형으
로 바꾼다든가, 1인칭 단수 주어로 된 이야기를 3인칭 단수 주어로 바꾼다든가 하는 
작업이다. 1인칭 주어가 3인칭 단수 주어로 바뀌면 단수 현재 동사에 -s를 붙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my, me는 his/her, him/her로 바뀔 것이다. 또 현재 동사를 과거 
동사로 바꿔서 전체 문장을 다시 써보는 방법도 있다. 한 단원을 5번 정도 써보면 문
법 정리도 될 겸, 문장에 대해 보다 친숙해질 것이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주어진 본문의 내용을 요약한다. 하나의 긴 문단을 서너 개의 
문장으로 요약을 한다든가, 전체 이야기를 한 개나 두 개의 문단 정도로 요약하는 식
으로 짧게 쓰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 내용의 핵심을 그대로 지키면서 거의 완전하게 
새로운 글로 요약을 해야 하는 작업이므로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작업
을 오래 하면서, 자유 작문을 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것도 한번만 쓰고 말 것이 
아니라, 한 단원을 4-5번 해볼 것을 권한다.
  마지막으로는 자유 작문의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하나의 제목이 주어지면 그 제
목에 맞추어서 글을 새롭게 쓰는 작업인데, 이 단계는 저급 학년에서는 어렵다고 생
각할 수도 있지만, 연습하기에 따라서는 저급 학년도 자유 작문을 할 수 있다. 이를 
연습하는 방법으로는 영어로 일기를 써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매일 똑 같은 내
용이 아니라, 나름대로 주제를 정하고 일기를 쓰는 것이 좋을 것이다.

  (2) 문법정리
  영어를 배우다가 부딪는 어려움 중에 문법이 있다. 그래서 교과서에 나오는 문법 
이외에 조금 더 문법을 정리할 필요를 느낄 것이다. 이 경우, 이 책 저 책 여러 문법
책을 뒤적일 것이 아니라, 괜찮은 문법책을 한 권 정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하되, 5번 정도 반복해서 정성들여 읽기를 권한다. 여러 번 읽다보면 처음 읽을 때 
잘 몰랐던 것들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책의 뒤쪽에 있는 문법 사항을 알
게 되면서 앞쪽에 나오는 문법 사항을 새로운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
능해진다.

  (3) 다독에 대하여
  일단 교과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나의 것으로 만들고 나면, 상당한 수준의 영어 
실력이 된다. 그리고 문법책을 하나 선정해서 5번 정도 읽고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나면 이제 영어가 어려운 과목이 아니고 나의 몸에 조금씩 배어 든 말이 될 것이다. 
그런 다음에는 어휘와 표현 등을 보다 넓히기 위해서 다독을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크래센(Krashen)이라는 교수는 말하기를 “독서는 외국어를 배우는 최상의 방법이 아
니다. 그것은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렇다면 다독을 위한 책은 어떤 것이 좋을까? 각자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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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요즘은 초중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어휘를 통제하고 문법적인 구조도 쉽게 바꾼 
영어 읽기 자료가 많이 나와 있다. 우선 재미있다고 안내된 책을 고르되, 한 페이지
에 모르는 단어가 5개 (혹은 15%) 이하인 책을 골라야 한다. 그리고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그냥 문맥 속에서 뜻을 유추하면서 읽어나가다가, 같은 단어가 5-6회 나오면 
그 때 쯤에 사전을 찾아서 뜻을 정확히 알도록 한다. 

5. 숙달에 이르는 시간과 원리

  그렇다면, 영어를 숙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리를 기억해야 할까? 이에 대해 생각
을 해보자.

 1) 1만 시간의 법칙 (혹은 10년의 법칙)
  소위 “1만 시간의 법칙” 혹은 “10년의 법칙”이라는 말을 들어 본 일이 있는가? 이 
말은 어떤 한 분야에서 자동적이고 전문적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의 
경험,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만약 어떤 일을 하루 3시간씩 노력을 한다고 치고, 
1년 365일 중에서 이런 저런 사정을 빼고 350일이라고 치자. 하루 3시간씩, 그리고 
10년간 어떤 일에 집중을 한다면, “3시간 x 350일 x 10년 = 10,500 시간”이 되어서, 
대충 1만 시간이 된다. 이렇게 하루 3시간씩 10년간 노력을 하면 그 분야에서 완전한 
전공자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음악이건, 미술이건, 건축이건, 학문이건 모든 분
야에 1만 시간의 법칙은 적용된다.

 2) 언어학습에 필요한 시간
  그런데, 외국어 학습의 경우는 어떨까? 외국어 학습의 경우 1만 시간의 3분의 1 정
도의 시간만 노력을 하여도 원어민 못지않은 훌륭한 화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
한다. 즉 하루 한 시간씩 꾸준히 10년간 외국어를 공부한다면 된다는 말이다. 그러면 
3,500시간의 노력을 하는 셈이다. 학생들의 경우, 영어 외에도 공부할 것이 많은데, 
매일 한 시간을 영어에 소비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생각해보
면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하루 한 시간 정도를 내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루 한 시간이 어렵다면, 매일 30분이라도 영어에 시간을 낼 수 있다면,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우리말 배우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영어도 말이므로 조
금만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면 불가능하지는 않다.

 3) 음악 연주자의 초견능력(初見能力)
  음악 연주자들이 쓰는 말 중에 “초견능력(初見能力)”이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무슨 
뜻인가 하면, 연주자가 어느 정도 이상의 수준에 도달하고 나면, 처음 보는 악보라도 
바로 연주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뜻이다. 이 “초견능력”이라는 개념을 외국
어 학습에 대입해보면, 외국어도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되면 책에 없는 문장을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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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고, 스스로 상황에 맞는 문장을 만들어 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책으로 영어를 배운 사람들이라도 나중에 외국인을 만나게 되면, 완전
히 새로운 말도 알아듣게 되며, 본인도 대답을 할 수 있게 된다. 언어의 무한한 확대 
가능성으로 인해 그런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6. 결론

  지금까지 어떻게 해야 영어를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그 핵심은 영
어는 실기과목이므로 이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습을 계속해서 나의 것으로 만드
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영어를 이용하여 나의 뜻을 표현하고 전달하려는 노력도 
해야 할 것이다. 영어는 어려우니 포기하자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위에서 말
한 것처럼 영어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노력을 하게 되면 차츰 사용하는 실력이 늘어
나고, 실제로 그것을 사용할 줄 알게 되면 학습 동기가 정차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
다.
  그리고, 현재 자신의 시간 사용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 많은 학생들이 
MP3 혹은 다른 장치 등으로 소위 팝송 같은 것을 많이 듣는데, 잠시 그런 것에 대한 
유혹을 이기고, 그 시간에 위에서 말한 방법으로 영어를 체계적으로 듣는다면 실력이 
차츰 늘어날 것이다. 외국어는 그냥 문제 풀이로 습득되는 것이 아니고, 매일이라도 
조금씩 실제로 내가 사용해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서양 격언에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라는 격언이 있는데, 이 격언이 주는 의미를 잘 곰씹어 보면 좋
을 것이다.

학생에게 권고할 만한 책

  나는 교과서와 자습서를 강조하는 편이다. 그리고 문법서적과 다독용 책은 특정한 
책보다는 자신의 수준에 맞는 책을 고르라고 하고 싶다.

  교과서: 교과서를 완벽하게 이해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고교생의 경우에도 
중학교 혹은 초등 교과서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이다. 자신의 과거 교과서를 이미 없
애버린 학생은, 헌 책방에서라고 시리즈를 구해서 새로 시작해보는 것도 좋다. 
  자습서: 자습서는 교과서를 잘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참고서이다. 이를 잘 활용하
는 것이 필요하다.
  문법 참고서: 중학교, 고등학교의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선택할 수 있으나, 어떤 참
고서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5번 정도 정독하며 읽어서 완전하게 이해를 하도록 한다.
  다독용 책:  현실에서는 학생들이 중고교 교과서 외에 접하는 영어책은 문제집이나 
단어장뿐인 경우가 많은데, 서점에 가서 영어로 된 책(소설이건 일반 서적이건 간에)
을 몇 권 골라서 읽어볼 것을 권한다. 어떤 수준의 책을 고를 것인가는 위에서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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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고등학교 고학년 수준에서는 Harry Potter 시리즈 등과 같
은 책을 재미삼아 읽을 수도 있을 것이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모든 단어나 문법 사
항을 알려고 애쓰지 말고, 모르는 것들이 있더라도 그냥 재미삼아 자꾸 읽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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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주제. 심성수양법: 지식과 품성 그리고 도덕의 수준을 높이는 방법의 소개

조창섭  (사범대학 독어교육과 명예교수)

들어가는 말

  심성수양의 사전적 의미는 ‘몸과 마음을 닦아 품성과 지식 그리고 도덕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의미의 심성수양은 주로 종교인들이 신앙을 돈
독히 하고 마음의 안정을 기하여 행복을 누리는 마음의 정화운동으로 이해되고 있다.
  기독교에서는 ‘수양회’라는 이름으로 몸과 마음을 닦아 바람직한 인간으로서의 자질
을 갖추도록 하여 자신과 예수의 관계를 긴밀히 하여 행복을 추구하도록 하고 있으
며, 불교에서는 몸과 마음을 단련시켜 해탈의 경지에 도달함으로써 영육간의 자유를 
얻게 하고 있다. 유학(儒學)에서는 타고난 마음씨인 사단(四端)과, 타고난 마음씨가 외
부세계를 접하여 발생하는 칠정(七情)을 타고난 마음으로 간주하고 심성수양을 통해
서 이 마음씨를 보존, 존양, 성찰, 극기라는 정화과정을 통하여 악을 멀리하고 선을 
가까이 하는 성품을 가꾸도록 한다. 산단 칠정의 배경에는 우주 만물 즉, 천(天) 지
(地) 인(人)과 일체가 되는 천명사상이 자리하고 있다고 간주하여 마음의 정화과정에
서 도덕뿐만 아니라, 지식의 수준을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린다.
  조선시대의 학문을 대표하는 성리학에서는 외부세계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결정하
는 것은 마음이라고 간주하고 마음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성리학에서 마음의 질
적 차원을 높이는 것은 심성수양을 통해서였다.
  성리학에서는 심성론과 수양론 그리고 경세론을 학문 영역으로 정하고, 심성론에서
는 성리학적 인식 속에서 마음의 근원과 구조를 이론적으로 밝혀보려고 형이상학적 
접근을 시도하였고, 수양론에서는 지식을 배우고 익히면서 그리고 사물과 현상을 수
용하면서 선하고 사악한 것, 정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을 가리는 능력을 지닐 수 있도
록 마음을 단련하고 다스리는 형이하학적 접근을 시도하였으며 그리고 경세론에서는 
성리학적 인식에 기초하여 백성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백성을 고통에서 건져내고 어
지러운 세상을 구하는 것을 학문 대상으로 삼았다. 이 세 영역 중의 하나인 수양론에
서는 타고난 마음을 지키는 보존, 명상과 같은 정(靜)적인 정신활동을 통하여 마음을 
기르는 존양(存養), 외부 세계를 접촉하는 동(動)적인 활동에서 자신을 점검하는 성찰
(省察), 자기의 감정이나 욕심, 충동 따위를 이성적 의지로 눌러 이기는 극기를 마음 
수양의 핵심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므로 성리학적 심성수양은 좁은 의미에서는 타고난 마음가짐을 인지의 주체로 
인식하고 마음에 새겨지는 체험세계를 선(善)에 접근시키는 원류로 삼는 것이고, 넓은 
의미에서는 마음을 우주와 일치시키는 유심론적 세계관을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수양론의 심성수양법은 앞서 설명한 보존, 존양, 성찰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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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극기라는 요소로 응축되어 있었고, 우리의 전통문화로 정착되었던 것이다. 조선시
대의 선비들은 이 요소를 단련하면서 몸과 마음을 닦아 품성과 지식 그리고 도덕을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려고 시도하였으니, 심성수양은 오늘날의 인성교육과 교과교육
(지식교육)을 포괄하는 것이었다.
  동양에서는 마음을 다룸에 있어서 마음의 본질과 구조 그리고 그 마음의 수양, 그
리고 현실적 활용을 등을 학문 대상으로 상정하였던 것에 반해 서양에서는 마음을 분
석하여 증명하는 실험심리학적 연구를 학문의 대상으로 삼아 병든 마음을 치유하는 
정신의학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심리학의 원리』를 저술한 윌리엄 제임스(Willliam James, 1842~1910)는 ‘의식의 
흐름(Stream of Consciousness)’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빌헬름 분트(Wihelm 
Max Wundt, 1832~1920)와 함께 실험심리학에 기초하여 근대 심리학의 문을 연 학
자들로서, 이들은 『심리학의 원리』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이 자신이 마음가짐을 바꿈으로써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마음을 좁은 의미에서는 인지의 주체로 인식하고 있으며, 넓은 의미
로는 우주와 마음을 일치시키는 유심론적(唯心論的: 우주의 본체를 정신적인 것으로 
보며 물질적 현상도 정신적인 것의 발현이라는 이론) 세계관을 수용하는 마음 개념을 
사용한다. 오늘의 강의는 자신의 마음가짐을 바꾸어 인지능력 향상을 꾀하고 마음과 
우주를 일치시키는 형이상학적 사고로 우주관을 형성하여  인간의 마음을 바꾸어 행
복을 일구어 보려는 제임스와 분트의 이론에 유학의 심성수양법을 접목시켜 지식교육
과 인성교육에 도움이 되는 요소들을 상정하여 심성수양의 동기로 간주할 것이다. 오
늘 강의에서 심성수양법은 전체의 틀을 구성하는 외연이 될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품성과 지식 그리고 도덕을 높은 차원으로 향상시키는 동기들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심성수양법의 강의는 마음을 행동으로 전환시키는 동기부여가 구체적 명
제가 될 것이고, 이 명제는 제도권 학교의 교과 교육과 인성교육의 수준을 높이는 것
과 결부될 것이다.

중심말

  제도권 학교에서 심성수양의 일차적 목표는 지식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학생들
의 관심이 상급학교로의 진학이어서 심성수양을 통해서 무엇보다 지식의 수준을 높이 
끌어올리는 학력 향상이 심성수양의 목표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식수준을 높이
는 제반 요소들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 심성수양을 설명하려고 한다.
  학력을 향상시키는 구체적 방법을 명제로 제시하여 설명하지만 앞에 제시된 4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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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성수양의 요체와의 관계는 자신의 추리에 의존하도록 느슨하게 얽어 놓는다. 지금 
제도권교육에서의 병폐는 지식교육에 치중하면서 주입식 암기식 교육으로 학습자를 
수동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학습자의 마음을 바꾸는 심성수양으로 능동적인 학습자가 
되어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함으로 제임스와 분트의 ‘마음 바
꾸기’라는 실험심리학도 원용할 것이다. 지식교육에 치중하여 부실해지는 인성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시대정신과 맞물려 서 인간의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가치’를 나열
하고 이 가치를 심성수양을 통해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에 대한 방법을 강의하
려고 한다.

 1. 심성수양법에서 지식수준의 차원을 높이는 요인

  1) 강력한 동기부여(보존)
  심성수양을 하려면 동기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심성수양의 목적인 지식수준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도 강력한 동기가 필요하다. 몸과 마음을 닦아서 효율적인 학습 효과를 
얻으려면 역시 강력한 학습 동기가 필요하다. 사람이 어떠한 일이나 학습을 할 때 마
음을 움직이는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마음을 움직여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이유
를 동기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동기에는 타고난 동기와 습득한 동기 2가지가 있다. 
타고난 동기에는 배고픔, 갈증, 잠, 성적 충동과 같은 것이 있으며, 이러한 동기는 욕
구를 불러일으켜 우리의 일상적 행동을 자동적으로 조종하게 된다. 이러한 본능적 동
기들은 모든 생물체에서도 볼 수 있다. 본능적 동기는 타고난 것이며 동기부여가 되
자마자 충족되기를 요구한다.
  우리는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면서 민주시민으로서 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이러한 일상적 행동은 일상적 관심과 연관을 맺고 있으며 일상적 관심은 다양한 동기
를 생성시켜 준다. 이러한 동기를 습득한 동기라고 하며, 심성수양의 동기는 습득한 
동기에 속한다. 습득한 동기는 관심을 유발시키는 사회 구조 및 사회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기 유발의 기능은 자동차를 움직이는 연료의 
기능에 비교할 수 있다. 연료가 없으면 자동차는 멈추어 서게 되고, 엔진에 연료가 
공급되면 자동차는 다시 움직이게 된다. 자동차에 동력을 제공하는 연료가 없으면 움
직일 수 없는 것처럼 일이나 심성수양을 수행 할 때 동기가 없으면 중간에서 중단하
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일상적 관심에서 생겨나는 동기는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볼 수 
있다.

  가) 논리적인 사고에서 생겨날 수도 있고,
  나)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필연성에서 생겨날 수도 있으며,
  다) 간절히 바라는 희망에서 생겨날 수도 있다.
  우리가 행동하도록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이 동기이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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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동기가 강력하면 성취도가 높아진다. 굶주린 침판지에 대한 실험이 그 좋은 예이
다.
  오랫동안 침팬지에게 먹이를 주지 않고 굶긴 다음 우리에 포도가 가득 든 자동기계
를 넣어 주고 과일을 꺼내 먹을 수 있는 동전을 몇 개 주었다. 굶주린 침판지는 수없
이 시도를 해 보고는 동전을 던져 넣어 과일을 꺼내 먹었다. 배고픔이 동기가 되어 
침팬지는 새로운 노련한 동작을 배운 것이다. 나중에 다른 실험이 이어졌는데 침팬지
에게 여러 색깔의 동전을 주고 흰색의 동전을 넣으면 자판기에서 딸기가 하나만 나오
고 푸른색을 넣으면 두 개가 나오게 하였다. 짧은 기간 동안에 침판지는 색깔의 차이
와 먹이의 차이의 관계를 알고 이제는 푸른색만 넣었다.
  이 실험의 경우 침팬지는 본능인 베고픔에 의해 자극되었다. 침팬지는 먹고자 하는 
것이 동기가 되어 자동기계의 작동법을 알게 된 것이다. 어떠한 일이나 학습(심성수
양)을 하도록 마음을 움직이는 동기가 부여되었을 때 그 성과를 좌우하는 것은 인지
적 요소들이다. 인지요소는 마음을 서양 학문에서 분류한 마음의 실체이다.

  2) 인지 요소의 향상 시도(존양)
  인지란 지각, 기억, 상상, 개념, 판단, 추리 등을 통하여 무엇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인지의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감각 기관을 통하여 대상을 인식하는 지각과,
  이전의 일과 지식 · 정보를 뇌 속에 간직하는 기억과,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현상이나 사물을 마음속으로 그려 보는 상상과,
  어떤 사물 현상에 대한 일반적 지식인 개념과,
  사물을 인식하여 논리나 기준 등에 따라 판정을 내리는 판단과,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알지 못하는 것을 미루어서 생각하는 추리 등이
  인지의 요소들이다.

  즉, 지각, 기억, 상상, 개념, 판단, 추리 등을 통하여 무엇인가 알게 되는 것을 인지
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인지 요소를 통하여 무엇의 의미를 파악하는 인지는 훈
련에 의하여 그 정확성이 증대되고 범위도 늘어난다. 미국 FBI 요원의 다음과 같은 
훈련이 이것을 증명해 준다. 미국에서 FBI 요원을 선발하여 훈련시킬 때 어두운 곳에 
물건을 진열해 놓고 잠시 불을 켰다 끄고는 그 순간에 무슨 물건을 보았는지 기억해 
내는 인지훈련을 시킨다. 훈련 초기에는 순 간에 한두 가지 정도 인지하던 것이 훈련
이 반복됨에 따라 적게는 5가지에서 많게는 9가지까지 기억해 내더라고 한다.
  이 예는 인지훈련을 계속하게 되면 비록 순간적으로 스쳐 본 것이라 할지라도 물건
의 모양을 또렷하게 기억해 내고, 기억해 내는 물건의 수도 늘어난다는 것을 말해준
다. 인지요소는 훈련이나 명상을 통하여 길러야 하는 심성수양의 존양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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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상위인지의 향상 시도(성찰)
  지각, 기억, 상상, 개념, 판단, 추리 등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일련의 육
체적, 정신적 활동과정을 인지라고 한다. 이러한 의미를 갖는 ‘인지’란 철자 앞에 접
두사 메타(Meta)가 붙어 상위인지라는 용어가 만들어졌다. 상위 인지란 인간의 인지
적 행동에 대한 의식적 규제이며 통제이다.
  상위인지의 기능은 인식, 점검, 보완, 전략 등이다. 이 기능에 따라 상위인지의 의
미는 두 가지 영역을 포함한다.
  (1) ‘학습을 하여 알게 된 지식을 얼마나 확실하게 알고 있으며 얼마나 폭 넓게 알

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한 방송국에서 수능고사 0.1%에 해당하는 700명의 학생을 보통학생을 비교해 

본 결과 우수한 능력이 IQ에 관련되기 보다는 상위인지능력에 관련된다는 것을 
밝혀냈다.

  (2) 공부의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을 세운다, 그 계획을 실천
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 실행에 옮기게 될 때 전략을 수정, 조절, 조정하고 통제
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일한 것을 인지하였다고 할지라도 사람에 따라 인지의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인
지의 내용이 다르고 인지의 형태가 다르게 된다. 그러므로 학습에서 상위인지는 학습 
전략을 점검하기 위한 구체적 설문을 만들고, 학습 전반에 대한 점검과 통제를 할 때 
상위인지를 활용하는 것이다. 학습자는 인지의 내용 그리고 방법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학습효과를 극대화하여 학습효과를 향상시키게 되는 것이다.
  학습에서 목적과 전략을 세우고, 점검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
다. 그것은 “텍스트를 파악하는 인지 작용의 여러 양상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상위 
인지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므로 상위인지는 학습에 대한 조정이나 통제에 관여하는 
매우 복잡한 지적 작용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상위인지의 실천을 위해 1. 탐색, 2. 문제 제기, 3. 읽기, 4. 진술하기, 
5. 복습하기 등의 세분화된 전략을 구사한다. 상위인지 향상을 위하여 습득한 지식을 
소리 내어 설명해 가면서 그 내용을 회상하여 기억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
고 한다. 상위인지가 발달되어 있는 학습자는 같은 학년의 학력 기준에서 0.1%에 해
당되는 우수 집단에 속한다는 실험결과로 보아 학습한 것을 회상을 통해 기억을 확인
하는 상위인지는 심성수양의 성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심성수양의 상위단계에 속한
다고 할 수 있다.

  4) 정의적 요소의 활성화(극기)
  정의(情意)적 요소는 인지적 요소에 대칭되는 용어로서, 인지적 요소가 무엇을 알게 
되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활동 과정인데 반하여 정의적 요소(Affective comonenet)
는 미음에 느끼어 친근감을 일으키는 감성적 작용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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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존심(Self-esteem)
  자존심이 외적으로 표출되는 때에는 자부심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자존심이 학
업 성적을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힘들고 싫증나는 일이나 학
습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이나 학습을 즐겨 하고 싶다고 느끼게 하는 것은 일이나 
학습에서 좋은 결과를 맺어왔기 때문에 그 일과 학습의 결과 때문에 자존심이 생겨났
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공동생활을 영위하면서 그 구성원으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
를 지니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공동체 내에서 자기가 하여야 할 의무와 권리를 성실
히 수행하며, 때때로 피할 수 없는 경쟁을 하게 된다. 공동체 내에서 갈등을 일으키
지 않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피할 수 없는 경쟁에서 이기게 되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존경을 받게 된다.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가족으로부터 그 다음으로
는 학교와 사회로부터 긍정적 평가와 존경을 받게 되면 자부심이 생기며, 이에 따라 
자존심이 모든 행동의 기저에 자리하게 된다. 이렇게 자존심을 지키고자 하는 욕망은 
일과 학습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교육을 국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 시절에 제도권 
학교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교육을 받게 되는 청소년들은 공부를 잘 해야 자존심이 
구겨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존심은 학습에 대한 친밀감을 느끼게 하여 학습의 
성취도를 높여주게 되는 것이다. 자존심이 인간 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행동 동기를 
유발하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 수립에도 고려해야할 사항으로 떠오른다.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어서 자존심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독일에서처
럼 정년을 연장(2004년부터 공무원 정년을 70세로 연장)하거나 미국의 경우처럼 신체
적 장애가 없을 때 평생 근무를 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다.
  골프와 같은 운동 경기에서도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겨 자존심을 세우고자 노
력한다. 고령의 노인들이 골프를 치다가 갑자기 필드에 쓸러져 목숨을 잃는 경우가 
간혹 발생 한다. 경기에서 이기면 그 운동을 하고 싶은 감성이 발동되고 잘 할 수 있
다는 것에서 생겨난 자존심을 유지하기 위해 신체에 무리가 가는 것을 아랑곳 하지 
않는 것이다.

   (2) 자신감(Self-efficacy)
  일이나 학습 등의 경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이 자신감은 하
는 일과 학습에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 감성적 마음을 일깨우게 된다.
  인간이 수행하는 일과 학습의 대부분은 다양한 기능을 통합한 복잡한 인지 과정이
므로 개별 활동의 시작에 앞서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갖게 되면 일과 학습을 성공
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마음 자세는 곧 정의로 이어진다. 이 책을 읽으면 읽
은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하여 다가온 시험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다는 독서 결과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 책을 열심히 읽게 되는 것이다. 신문 기사를 읽고 정세에 대
한 정보를 획득하여 자신의 교양을 넓힐 뿐만 아니라,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여 지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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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즐겁게 보내도록 할 수 있다는 독서의 효과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면 계속하여 
신문의 정치 기사를 읽게 되는 것이 그 좋은 예일 것이다.
  하는 일과 학습에 대한 자신감은 일과 학습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켜 줄 뿐만 아니
라, 능동적인 인간으로 만들어 준다.

   (3)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라(성찰)
  목표를 설정하여 목표를 향해 내닫게 될 때 목표를 정하지 않은 때 보다 하는 일과 
학습에 친밀감을 느끼며 작업 능률이 향상 될 것이다.
  사람은 자기가 설정한 목표에 한 발짝이라도 다가서게 되면 누구나 자신감을 갖기 
마련이다. 이것은 강철이 좌석 가까이에 놓이게 되면 될 수록 좌석의 힘을 더 받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여러분도 추구하는 목표에 가까워질수록 목표를 향해 치닫
는 작업 속도는 향상 될 것이고, 실수도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다. 학습에서도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향해 치달릴 때 책을 읽어 이해하고 기억 하는 능력이 향상되어 성
공적인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한 심리학자가 행한 다음의 실험은 목표 설정에 의한 능률 향상을 구체적으로 입증
하고 있다.
  가을이 되어 추수를 할 때 밀밭을 베는 농부들을 두 편으로 나누어 어느 편이 밀을 
빨리 베는지 실험을 하였다. 두 편으로 나누어 밀밭의 양쪽에서 서로 마주 보고 밀을 
베게 하였다. 두 편 모두에게 작업 조건이 똑 같았으나 하나 다른 점은 한 편에는 10 
미터마다 붉은 깃발을 꽂아 표시를 하였다. 그 결과 붉은 깃발을 꽂은 쪽의 밀밭을 
벤 편이 더 빨리 작업을 끝마쳤다. 작업 중에 작업 속도와 능률이 붉은 깃발 표시에 
가까워질 때마다 더 빨라졌다. 같은 실험을 다음 날에 편을 바꾸어서 하였는데 깃발
을 꽂아 놓은 쪽의 밭을 베는 편이 역시 더 빨랐다.
  이처럼 목표가 보임으로 해서 생겨나는 작업 속도와 작업 능률의 향상을 심리학에
선 “목표에 의한 자극(Zielansporn)”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노력하여 얻으려는 것이 
손에 닿을 만큼 가까이 다가왔다는 인식은 “목표에 의한 자극”을 유발하기 때문에 하
려고 하는 일을 더욱 열심히 하여 성공을 거두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은 일이나 학습 내용을 완성하고 기억하겠다는 목표를 정하고 매진할 때 작
업능률은 더욱 향상될 것이다. ‘목표에 의한 자극’을 추진력으로 삼아 목표를 향해 더
욱 빨리 달려가도록 하라.
  사람들이 일을 하거나 학습을 하게 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할 것이다. 학생들은 새
로운 지식을 배우기 위하여, 학자들은 연구를 위하여, 직장인들은 직업과 관련된 업무 
추진과 정보 수집을 위하여, 종교인은 진리 탐구를 통한 삶의 길을 찾기 위하여, 어
떤 이는 미학적인 차원의 대리 만족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이는 여가선용을 통한 정신 
휴양을 위하여 일을 하거나 학습을 할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만족시켜 주는 것이 활
동의 목적인 것이다.
  독서의 경우 독서 목적도 시대에 따라 변한다. 형이상학적이고 가치 지향적인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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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기 위한 도구로 독서가 활용되었던 시기도 있었고, 지금처럼 입학시험이나 취직시
험의 도구로 독서가 활용되는 시기도 있다. 제도권 교육에서 독서는 학습을 위한 도
구뿐만 아니라 인격 형성과 정서 함양을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
서의 대상이 한 가지 목적만을 겨냥하여 그 분야의 책만을 읽힐 것이 아니라, 문학 
작품들이나 시사성이 있는 신문 잡지를 읽어 간접 경험의 세계를 넓혀야 할 것이다.
  세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일에 대한 친밀감을 유발시켜 목표달성을 
위한 감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예를 들어 보겠다.
  내가 독일에 유학 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물리학을 공부하러 온 유학생이 몇 달 
동안 만나지 못하다가 만나니 갑자기 독일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것이었다. 물리학을 
공부하는 남자가 그렇게 빨리 외국어를 습득한 것에 놀라서 나는 “어떻게 그렇게 빨
리 독일어를 배웠느냐고 물었다.” 그의 대답은 결혼하고 싶은 예쁜 독일 소녀를 만났
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가 그렇게 빨리 독일어를 습득하게 된 이유는 독일어가 그
에게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동기를 부여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목적이 동기를 유발하여 언어 습득이 그렇게 빨라지게 된 것이었다. 일과 학습에 
친밀감을 유발하는 정의적 요소를 활용하도록 노력하여 지식수준을 높이도록 노력하
여야 할 것이다.

   (4) 작업과 학습의 방법
  주입식 교육의 병폐는 피교육자가 수동적으로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에 습관이 되어 
능동적으로 지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에 있다.
  우리나라의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학력은 ‘국제 학력 경시대회’를 통하여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였음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초·중등학교에서의 수업 방식이 주입식이
고, 더구나 학원의 과외 교육은 일방적인 주입식 암기 교육이어서 창의성과 독창성이 
중시되는 대학 교육에 장애를 가져와 우리나라의 대학 교육 수준은 선진국에 뒤지게 
되는 것이다.
  텍스트를 읽는 독자가 수동적인 학습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학습자가 되어야 지식을 
빨리 습득하고 정보를 신속하게 처리하게 될 것이다. 주어진 학습과 일과를 마지못해 
하려고 하는 수동적인 작업자와 학습자는 일과 학습에 대한 흥미를 곧 잃어버리거나, 
단순히 지식·정보 처리에만 치중하여 의미의 내면화를 기하지 못한다. 그 결과 작업 
학습의 내용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작업에 지대한 장애를 받아 경쟁에서 뒤처지게 될 
것이다.
  일과 학습 태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의 성격을 파악하여 수행을 하고, 학
습 때에는 텍스트를 읽어 이해하고 기억하겠다는 욕구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독일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쿠르트 레빈(Kurt Lewin)은 자신의 “긴장이론(Spannungstheorie)”
에서 긴장을 지속시키는 것을 “완성에의 욕구(ein Bedürfnis nach Vollendung)”로 
이해하고, 이 욕구는 시작된 활동이 끝날 때까지 사람의 태도를 결정한다고 주장하였
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사람들은 모두 시작한 것을 끝내야 한다는 압박감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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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며 이것은 퍼즐이나 단어 맞추기, 그리고 배가 부른데도 접시를 깨끗이 비울 
때까지 먹어 치우는 행동에서 드러난다고 하였다. 레빈의 이론은 일의 처리하고자 하
는 요구나 학습 욕구가 능동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여러분은 수동적인 사람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사람으로 바꾸어져서 품성과 지식 그
리고 도덕의 수준이 높아지려면 다음과 같은 경험을 마음에 새겨 마음을 바꾸는 심성
수양이 필요하다.

   ① 과거의 성공 경험을 내면화
  직장인의 경우 자신의 작업 결과가 가시적인 성공물로 전시되어 흥분하거나, 학생
의 경우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밤늦게 나올 때 장시간 공부에 몰두할 수 있었다
는 성취감에서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아지는 경험을 맛본 일이 있을 것이다. 자신이 성
취한 결과물이 전시되어 문명의 진보에 기여하였다는 차원 높은 생각이나 또는 어두
워진 밤거리가 낭만적이라는 형이상학적인 사고에서 그런 기분을 맛본 것이 아니고, 
일을 하거나 학습을 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새로운 지식을 넓혔다는 일차적
인 인지적 만족이 컸기 때문일 것이다. 학습에서 인지적 만족과 감동을 맛보게 되면 
학습 태도는 긍정적으로 바뀌고, 능동적 학습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에 작업
이나 학습에서 경험한 나쁜 기억을 빨리 지워버리고, 그것을 감동적인 경험으로 대체
시켜 내면화할 필요가 있다.

   ② 작업과 학습에 대한 자신감
  일화 하나를 소개하고 자신감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한다.
  ‘글을 깨우치지 못한 사람이 안경을 끼고 신문을 읽고 있는 사람을 보고 자기도 안
경만 끼면 글을 읽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안경을 사서 끼고 신문을 보
았으나 인쇄된 검은 부분과 인쇄되지 않은 흰 부분만 눈에 들어오고 글의 의미가 들
어오지 않자 그는 “난 안경을 써도 글을 읽을 수가 없구나!”하고 실망하더라고 한다.
  독서는 눈이 글자를 받아들이는 시각적 작업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어 머
리에 기억되고 필요한 때에 회상해 낼 수 있는 정신 활동 전체를 일컫는다. 독서에 
대한 자신감이란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하고 회상하는 것에서 나오는 마음 
자세이다. 테스트 이해에 대한 독서 분야에서의 경우처럼 자신감은 작업에 대한 자신
감으로 이어져 사람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꾸어 하고 있는 작업과 학습을 계속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만들어 준다.

   ③ 모범적인 인간으로 성장하고픈 희망
  지식·정보화 사회는 과거처럼 모든 교과에 우수한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
라, 기발한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창의성이 있는 사람이나 타고난 소질을 개발하여 
특정 부분에 우수성을 드러내는 특성화된 사람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사회 변화에 따라 모범적 인물상도 다양해졌다. 그러나 작업자나 학습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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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적인 인물들과 같게 되고자 하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다. 모범적인 인물
과 같아지고자 하는 희망은 작업자와 학습자의 마음에 영향을 끼쳐 긍정적이고 능동
적인 사람이 되어 자기가 흠모하는 바람직한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다.

   ④ 작업과 학습에 친화적인 환경 조성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는 교육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자주 사용되는 고
사이다. 작업이나 학습에서 열정적인 태도를 지니도록 하기 위해선 환경이 매우 중요
한 역할을 한다.
  어떠한 독서 태도를 가지느냐에 영향을 주는 것에는 제일 먼저 가정환경일 것이다. 
어렸을 적에 그림책이나 동화책을 많이 읽어 주며 부모들이 아이들 곁에서 늘 독서를 
함께 하는 가정이었다면 독서 친화적인 환경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은 제도권
의 학교로서 학교에서 책 읽기를 권장하고 독서 행사를 많이 하거나, 국어 시간에 읽
은 글에 대한 감상문 쓰기를 하고 우수한 것을 골라 낭독하게 하고 그것에 대하여 잘
하였다는 칭찬을 곁들여 주는 환경이었다면 그것은 독서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된 경
우라 할 수 있다.
  어릴 때나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라도 독서를 많이 하는 친구가 있어 대화중에 읽
은 책의 내용을 많이 인용하곤 하면 자기도 그러한 대화법을 구사하고 싶어서 독서를 
하려고 할 수 있다. 함께 살아가는 주변 사람들의 독서에 대한 열정도 역시 독서 친
화적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주변에 편리한 도서관 시설이 있을 경우도 독서 친화적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독자를 에워싸고 있는 교육환경, 가정환경 그리고 사회 환경 등이 독자
의 읽기 태도에 영향을 끼쳐 능동적인 독자로 만들어주며 그 결과 독서 능력이 향상
되어 타고난 남 다른 재능을 가진 것으로 비쳐지게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직장인
도 같은 과정을 거쳐 작업능률 향상을 달성하여 리더쉽을 발휘하고, 신상품을 개발하
여 나라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품성과 지식 그리고 도덕 수준을 높이
려면 나라의 정책이 뒷받침해 주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4차 산업시대의 기술 문명에 앞장서기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환경이 먼저 조성되어
야 할 것이다. 대학교에서의 원자력 공학과는 오랜 전통 속에서 신기술을 개발하여 
세계 제일의 원자력 발전소 수출국으로 발돋움하였는데 개발한 이론과 기술을 무시하
고 나라의 정책이 원정 폐쇄정책으로 흘러간다면 학교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유치원 교육에서부터 작업과 학습에 친화적인 환경 조성이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이렇게 이성적 의지로 자신을 단련하고, 통제하고 조정하는 것은 심서수양법의 극기
에 속한다.

 2. 심성수양법에서의 품성과 도덕 성장의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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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시대의 사회에 널리 퍼져 그 시대를 지배하거나 특징짓는 시대정신은 현실적인 
‘가치’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가치란 사물이 지니고 있는 쓸모나 또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지니게 되는 중요성을 말한다. 시대정신과 맞물려 있는 가치는 마음을 부추
겨 그 가치를 추구하도록 만들면서 그 가치에 따른 품성을 형성케 하고 도덕의 수준
을 높여준다. 가치 지향적 활동은 심성수양법의 핵심을 이루게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시민사회가 표방하는 가치의 기
저에는 자유주의가 자리하고 있다. 자유주의가 표방하는 가치는 다음과 같다.

  1) 현실주의적 가치 추구를 지향하는 자유주의
  자유주의는 개인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면서 국가라 할지라도 개인의 기본권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이러한 자유주의가 표방하는 가치는 평등, 자
유, 정의, 존중, 관용, 분별, 대의제 정부 선호 등이다.
  평등은 공동체의 전통이나 관습에 의한 차별을 거부하고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
하여 사회적 약자가 없도록 하는 것을 가치로 삼는다.
  자유는 다른 사람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동체와 다른 사람으로부
터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추구하는 권리를 가지는 가치
이다.
  정의는 의무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개인에게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도록 공정하
고 불편부당한 법의 집행과 권력행사를 요구할 수 있는 가치이다. 자유주의에서의 정
의는 개인주의와 분배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분배주의는 17세기 홉스의 사회계약론 
이후 ‘개인의 몫’에 대한 주장을 담고 있다.
  존중은 개인과 개인 관계에서,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에서,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에
서 자기 자신의 이익과 권리를 우선시하는 개인주의를 존중받기 위하여 타인의 이익
과 권리를 존중하는 가치이다.
  관용은 시민 각자가 개인의 이익과 권리를 추구하다보면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갈등
을 일으키게 된다. 공동체 내에서 갈등이 고조되면 폭력을 행사하게 되고, 공동체 간
에 갈등이 고조되면 전쟁으로 치닫게 되는 수도 있다. 이러한 갈등을 예방하고 극복
하는 마음 자세인 관용이 자유주의의 가치이다.
  분별은 개인이 행동을 하게 될 때 주로 자신에게 이익을 되거나 재미있는 것을 택
하게 된다. 선택의 과정에서 공과 사를 가려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올바른 선택
을 할 수 있기 위해서 분별력이 있어야 하며, 분별은 자유주의 곧 자유 민주주의 시
장경제 체제의 가치가 되는 것이다.
  대의제 정부의 선호가 자유주의가 표방하는 가치이다. 국가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
을 지켜주는 기구이며, 이것을 위해 국가는 악을 징벌하고 선을 추구하여야 한다. 그
러나 개인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자유주의에서는 악은 제거되어야 할 사회 문제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척결에는 미흡하고, 선을 관철하는 데에는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 이
러한 경향을 통념화하는 것이 의회주의 정부이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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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으로 보장 받기 위해 자유주의자들은 대의제 정부를 선호하며 그것을 자신들의 가
치로 정착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자유주의 가치의 폭넓은 주장은 이기주의까지 정당화 하여 덕성의 씨
앗을 마르게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자유주의 가치를 확대한 밀(Mill)의 1975년에 출판한 그의 저서 「자유론」에서 “타
인에게 해악을 끼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자
유주의자들의 절제되지 않은 방종 까지도 허용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심
지어 정욕과 탐욕을 방치하고 사람이 자신의 정욕과 탐욕의 노예가 되는 것까지도 자
유에 포함시켰다.
  반면 토크빌1)은 2015년에 출판한 그의 저서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개인주의는 민
주주의를 그 기원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 평등에 비례하여 확산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개인주의는 이기주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이기주의가 모든 덕성의 씨앗을 마르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토크빌의 주장인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시민이 지니는 가치가 이기주의와 
방종으로 인하여 모든 덕성의 씨앗을 마르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널리 공감을 얻으면
서 전통가치의 함양으로 자유주의 시민성 가치의 약점을 보완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중국의 시진핑이 유학(儒學)을 장려하고 있는 것도 그 한 예이다.

  2) 자유주의 가치를 보완하는 전통 가치의 추구
  외부 세계의 제반사를 올바르게 처리하도록 내면세계를 밝히는 심성수양의 결과로 
얻어지는 전통적 가치는 명분, 의리, 지조, 기개, 청렴 등이다.
  명분은 ‘직위(부자, 부부, 군신 등)나 직함 또는 신분에 따라 마땅히 지켜야 할 도
리’를 지키는 것을 중요시 하는 가치로서 으뜸 가지에 속한다.
  의리는 인간관계에서 사람이 마땅히 지켜져야 할 도리를 가치로 여기는 바, 우리 
선대 어른들께서는 의리를 인간관계 유지의 잣대로 생각하였다.
  지조는 ‘원칙과 신념을 굽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켜 나가는 꿋꿋한 의지’를 중시
하는 가치이다.
  기개는 ‘씩씩한 기상과 굳은 절개를 지키는 것을 중시하는 가치로, 기상(氣像)은 사
람의 타고난 성품(性品)과 몸가짐을 말하며’, 절개(節槪)는 ‘신념, 신의 따위를 굽히지 
아니하고 굳게 지키는 꿋꿋한 태도를 말한다.’
  청렴의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을 뜻하는 바, 이
것을 가치로 중시하여 관리나 선비가 생활화 하도록 하였다.

1) 토크빌의 우려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물질만능주의, 2. 경쟁 지상주의, 3. 삶의 목적 상실, 4. 개인의 소외와 고독, 5. 붕괴직전에 있는 

심리적 나약함, 6. 폭력행사, 7. 가족의 해체, 8. 일시적인 인간관계의 설정, 9. 공동체나 고향에 대한 
애착이나 소속감 상실, 10. 도덕 윤리를 포함한 권위에 대한 도전, 11.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의 철
저한 분리, 12. 삶의 의미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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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는말

  성리학의 연구영역의 한 부부분인 수양론에서 타고난 마음을 단련하여 품성과 지식 
그리고 도덕 수준을 높이 끌어올리는 ‘심성수양법’을 차용하고, 마음을 연구의 대상으
로 삼아 실험심리학을 태동시킨 제임스와 분트의 ‘자신의 마음을 바꿈으로써 삶을 바
꿀 수 있다’ 는 명제를 통합시켜 지식교육과 인성교육을 심성수양법에 따라 전개하는 
방법을 강의의 주제로 삼았다.
  제임스와 분트는 마음을 인지의 주체로 간주하여 지식수준을 높이려고 하였기에 인
지이론의 핵심을 들추어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동기부여와 그리고 상위인지 등이 인
지를 향상시키는 요소가 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그의 우주와 마음을 일치시킨 세계관의 관점에서 자유주의의 ‘가치’의 유형을 제시
하고 자유주의 가치 맹신의 단점을 제시하고 그 단점을 우리의 전통 가치로 보완하자
고 제안을 한다.
  전통 가치를 구현할 때 유학의 사단 칠정이라는 마음의 구조를 기저에 두었다. 사
단(四端)은 인(仁)·의(義)·예(禮)·지(智)라는 마음의 실체로서
  ①인(仁)에서 우러나는 측은지심(惻隱之心)
  ②의(義)에서 우러나는 수오지심(羞惡之心)
  ③예(禮)에서 우러나는 사양지심(辭讓之心)
  ④지(智)에서 우러나는 시비지심(是非之心)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 실체가 사물을 접하게 되어 나타나는 것이 칠정(七情)으로 희(喜)·노(怒)·애(哀)·
락(樂)·애(愛)·오(惡)·욕(欲)이다.
  이러한 타고난 마음을 수양하여 선에 이르고 도덕 수준을 높인 향상된 품성으로 행
복을 추구하는 심성수양법을 구체적 요소를 제시하여 설명한다.
  동양학문인 성리학의 수양론에서는 본존, 존양, 성찰 극기라는 요소가 심성수양의 
핵을 이룬다. 반면 서양의 실험심리학에서는 마음을 구조화하여 마음을 실험의 대상
으로 삼아 마음의 갈래를 제시하고 비정상적인 마음은 치료를 통해 치유하는 방법으
로서 마음을 바꾸는 것을 서양적 심성수양의 큰 틀로 간주하여 강의한다.
  동서양의 심성수양에 대한 접근방법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심성수양법에 학습이론
이나 인성교육론을 결부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긴 하지만 무엇을 하겠다는 동기와 실
천은 마음이 주관하는 것이므로 동서양의 논리를 통합하여 강의할 것이다. 이러한 관
점에서 품성과 지식 그리고 도덕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심성수양법의 일차적 목표이
며, 최종 목표는 행복한 삶을 일구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 도출로 강의의 막도 함께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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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주제. 우리는 왜 윤리적으로 살아야 하는가?

손봉호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명예교수)

1. 한국이 성취한 것과 실패한 것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알면 우리나라를 더 
훌륭한 나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세계 여러 나라들을 비교하는 조사들이 
많지만 비교적 객관적인 것이 영국의 레가툼 연구소(Legatum Institute)가 해마다 조
사해서 발표하는 번영지수(Prosperity Index)가 아닌가 한다. 안전, 개인자유, 통치, 
건강, 경제의 질, 기업환경, 자연환경, 사회자본 등 12가지 항목을 조사해서 순위를 
매긴 것이다. 2019년의 번영지수에서 세계 1위는 덴마크고 꼴찌는 162위인 남 수단
인데 한국은 29위로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홍콩, 일본, 대만에 이어 5번째를 차지
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좀 아쉽기는 하지만 196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못사
는 나라들 가운데 하나였는데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표현한데로 “거지에서 
주는 나라(from beggar to donor)”가 되었으니 자랑할 만하다.
  그런데 29위가 된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가 잘 하고 있는 것과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잘 드러난다. 교육은 세계 2위, 건강은 4위인데도 불구하고 자연환경 75
위, 사회적 자본 142위가 전체 순위를 깎아내렸다. 자연환경이 나쁜 것은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이고, 사회적 자본이 빈곤한 것은 인간관계가 나빠 서로
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산과 강이 아름다운 데도 불구하고 자연환경 수준
이 나쁘게 평가되는 것도 역시 담배꽁초, 껌 등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고, 대형 승
용차들이 너무 많이 몰아 공기를 심하게 오염시키기 때문인데 국민들의 공공의식이 
낮다는 것을 반영한다. 전반적으로 따져보면 경제나 교육처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분야에서는 크게 성취했는데 서로를 배려하고 공익을 위하여 조금 손해를 보는 분야
에는 매우 뒤져 있음이 드러난다. 사회적 자본이 162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142위란 
사실은 좀 부끄러운 성적이고, 바로 이 때문에 한국이 선진국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
이 아닌가 한다.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크게 성취하고 어디에서 실패했는가가 분명해
졌다. 잘하는 분야는 더 잘해야 하겠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약한 부분을 강하
게 하는 것이다.

2.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행복을 결정한다.

  물질적 풍요, 높은 교육수준, 신체적인 건강에도 불구하고 인간관계가 나쁘면 행복
할 수 없다.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OECD 34개국 가운데 27위고, 156개국 가운데서는 
54위라 한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애써서 경제를 발전시키려는 것도 모두 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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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행복하게 되기 위함이 아닌가? 행복은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최후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보다 더 큰 목적을 생각할 수 없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사람이 행복
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것은 증명이 필요 없다. 우리가 바로 느낀다”고 했고, 영
국의 공리주의 철학자 벤담(J. Bentham)은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란 두 절대
적인 주권의 통치하에 두었다. 그 둘 만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지적하며 무
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경제가 아무리 발전하고 교육수준이 
아무리 높아도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면 그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과거 인류가 대부분의 시간을 자연과 더불어 보냈을 때는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 주
로 자연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기후가 좋아 풍년이 들면 행복하고 천재지변으로 다치
거나 목숨을 잃고 흉년이 들어 굶고 병들면 불행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사회학자 벨
(D. Bell)은 “인류역사의 대부분에서 현실은 자연이었다. …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점점 더 자연 바깥에서 살고 있다. … 최근에는 오직 사회적 세계만이 우일한 현실이 
되고 있다”라고 했다. 현대인은 대부분의 시간을 자연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같이 보
내게 된 것이다. 따라서 현대인의 행복은 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결정될 수밖
에 없다. 물론 아직도 자연재난이 없지 않고 질병과 죽음도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 
그러나 요즘은 평균수명도 사회에 따라 다르고 질병도 상당부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에서 비롯된다. 코로나 19는 생물학적 현상이지만 나라에 따라 감염자와 사망자의 수
가 수십, 수백 배의 차이가 나고, 점점 많은 사람이 걸리는 암도 대부분 인간관계에
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다고 한다. 영국의 문필가 루이스(C. S. Lewis)는 인간
이 당하는 고통의 4/5는 자연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하는 것이라 했다. 그러므로 
이제는 사회생활에서 이뤄지는 안간 관계가 현대인의 행복에 기본적인 조건으로 작용
하게 되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교육수준이 높아도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가 나쁘면 행복해지기가 어려운 것이다.
  특히 한국인은 경쟁심이 매우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몇 년 전 한 OECD 교육전문
가가 OECD국가들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너는 너희 반에서 1등 하고 싶으냐?” 하고 
물었더니 평균 58%가 그렇다고 대답했는데 한국 학생은 80%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한다. 한국인의 경쟁심이 얼마나 강한가를 알 수 있다.
  경쟁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경쟁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만약 사회의 윤
리적 수준이 낮아서 정의가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경쟁이 공정할 수가 없다. 경쟁심
이 강한다는 사실이 이미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행복해지기가 어렵지만 거
기다가 그 경쟁이 공정하지 못하기조차 하면 불만은 그만큼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사
람들은 그만큼 더 불행하다고 느낄 것이다.

3. 억울하면 불행하다.

  짐승들도 무리를 지어 살지만 그들의 상호관계는 이미 유전적으로 결정되어 있다. 
짐승들의 상호관계에 가장 특징적인 것은 약육강식(弱肉强食)이다. 즉 강한 짐승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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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짐승을 잡아먹는 것이다. 그래서 강자가 약자를 강제로 지배하고 착취하는 상황을 
영어로 “정글의 법칙(the Law of the Jungle)”이 지배한다 한다. 정글은 짐승들이 사
는 세상이고, 정글의 법칙은 짐승의 세계에 통하는 법칙이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은 여러 가지겠지만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하고 두드러지는 것
이 바로 사람들은 그런 약육강식의 관계를 나쁜 것으로 간주하고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들어서 그런 상태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런데 짐승의 세계에는 비록 약
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더라도 강한 동물은 번식력이 약하고 약한 동물은 번식력이 
강해서 약한 종류가 전혀 없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그런 특성이 없기 
때문에 인간 사회에 정글의 법칙이 지배해버리면 인류는 조만간 멸종되고 말 것이다. 
영국의 철학자 호브스(Th. Hobbes)는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면 “사람이 사람에게 늑
대(Homo homini lupus)”처럼 될 것이므로 이를 막기 위해서 국가가 필요하다고 주
장했다. 국가가 있어야 인간 사회가 약육강식의 정글이 되지 않도록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사회에는 불행하게도 강자와 약자가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것이 
주로 자연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몸이 약하게 태어났거나 주위 환경이 나쁘거나 등 
당시에는 사람들이 바꾸거나 개선할 수 없는 조건들에 의하여 어떤 사람은 강자가 되
고 어떤 사람은 약자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그저 운명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
다.
  그러나 오늘에는 강자와 약자가 되는 것도 자연이 아니라 주로 사회적 조건에 의하
여 결정된다. 농담을 잘 하는 사람은 과거에는 실없는 사람으로 무시되었으나 요즘은 
개그맨이 되어 인기를 끌고 돈도 벌 수 있고, 대장간에서 호미를 잘 만드는 기술은 
점점 쓸모없게 되고 있다. 성공과 실패, 강자가 되고 약자가 되는데 개인의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에는 사회적 조건이 점점 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4. 예의, 윤리, 법률

  사람이 사람에게 늑대가 되는 정글의 법칙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인류는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적어도 세 가지 제도를 만들어서 실시하고 있다. 바로 예의, 
윤리, 법률이다. 이 세 가지에 공통되는 특징은 모두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지 않도록 
모든 사람이 “마땅히(當爲, ought, Sollen)”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마땅히”는 생
존하기 위하여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요구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
다. 후자는 “생존하기 위하여”라는 조건이 있지만 예의, 윤리, 법률은 모든 사람이 무
조건 지켜야 하는 것이다.
  그 세 가지 “마땅들” 가운데 가장 약한 것은 예의고 가장 강한 것은 법률이다. 예
의는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하는 정도의 행동방식이다. 선생님에게 인사
하지 않는다 해서 선생님이 병이 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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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만 좀 나쁠 뿐이다. 그리고 예의를 지키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 정중하게 
인사하기 위해서 돈을 써야 하는 것도 아니고 훈련을 많이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인간, 특히 한국인에게는 “말 한마디로 천 냥 빚 갚는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
로 기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키기가 별로 어렵지 않은 예의를 잘 지키는 것은 
아주 지혜로운 처신 방법이다. 굳이 지키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왜 지키지 않겠는가? 
그리고 예의를 지키는 그 마음의 자세가 곧 법을 지키고 윤리를 지키는 것과 연결되
어 있다. 즉 예의 바른 사람은 대부분 윤리적인 사람이 되고 준법정신이 강한 좋은 
시민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훌륭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는 예의 지키기가 매우 좋
은 시작이라 할 수 있다. 공자가 예의를 강조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예의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과거에는 인사하려면 엎드리거나 
허리를 굽혀서 절을 해야 하지만 요즘은 악수만 하면 되고, 어떤 경우에는 고개만 까
딱해도 된다. 한국에서는 식사 중에 코를 풀면 실례지만 서양에서는 실례가 아니고 
그 대신 트림을 하면 사과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런데 예의는 
어떤 인물이나 기관이 의도적으로 제정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오랜 세월 같이 살아
가오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 사회의 지배적인 종교가 어느 
정도 작용했을 수도 있지만 종교와 무관한 예의도 매우 많다.
  예의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것이 의례(儀禮)다. 예를 들어 상(喪)을 당한 사람에
게 문상하거나 결혼식에 가서 축하할 때 우리는 일정한 방식으로 위로의 마음, 축하
의 뜻을 표현한다. 일반적으로 조의금이나 축의금을 내고, 묵념을 하거나 악수를 하는 
등 사회적으로 정해진 형식을 이용하는 것이다. 중요한 공적 행사에는 국민의례란 것
도 있다. 그런 의례도 대부분 예의처럼 어떤 개인이나 기관이 의식적으로 제정한 것
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무의식적으로 만들어 낸 것이다. 물론 국
민의례는 어느 정도 의식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지만 언제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는 관
례를 따를 수도 있다. 어쨌든 그런 의례를 따르는 것이 위로나 축하를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그리고 의식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자연스럽고 편리하게 느껴진다. 물
론 이런 의례를 어겼다 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사람을 조금 불편
하게 만든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예의 바른지를 알고 따르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행사에 의례를 알고 따를 필요가 있다. 비록 약하지만 의례도 예의와 같이 
“마땅히”의 영역에 속한다.
  세 가지 제도 가운데 가장 강한 것은 법률인데 이는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심각한 해를 가져온다. 그래서 법률을 어기면 벌금, 감금, 나라에 따라서는 태
형, 심지어 사형 같은 벌을 받는다. 그런 강제력을 행사하려면 그렇게 할 권한을 가
진 기관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날에는 국가만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 가정이나 학
교 등 다른 기관도 벌을 줄 수 있으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국가가 정한 법의 태두리 
안에서만 가능하다.
  법률은 사람으로 하여금 제시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므로 사람의 위
신에 걸맞다 할 수 없다. 인간의 인간다움은 자율성(自律性)에 있다. 짐승은 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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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도록 할 수 있지만 사람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 그
의 존엄성에 어울린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람들 가운데 사람의 존엄성에 걸맞게 행
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너무 큰 해를 당하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법을 만들어 집행할 수밖에 없다. 만약 자신의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사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의 수가 더 많아지고 그 방법이 더 잔인해지면 
더 강한 법이 더 많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나라들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법의 강압에 의하여 
하는 수 없이 행동하면 자율성은 그만큼 약해질 것이고, 자율성이 약해지면 책임감도 
약해질 것이므로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
  만약 시민 대부분이 다른 사람들과 사회에 전혀 해가 되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행동
한다면 경찰, 법원, 교도소 같은 것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그런 기관
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출해야 하는 경비도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사실은 
역으로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회는 법을 운영하기 위하
여 많은 경비를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가난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법률은 예의와 다르게 매우 의도적으로 제정된다. 절대군주나 독재자는 자신의 뜻
대로 법률을 만들고 집행하지만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자유로운 선거를 통하여 뽑힌 
대표들이 합의해서 제정한다. 물론 법의 기능에는 교통질서, 자연보호, 예술이나 기술 
발전 등을 위한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직접 혹은 
간접으로 지나치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즉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지 못
하도록 하는 것이다.
  윤리는 예의와 법률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윤리는 법률처럼 처벌의 
위협으로 행동을 강제하지 않으므로 타율적이 아니라 예의와 같이 자율적이다. 그러
나 윤리는 예의와는 다르게 어기면 다른 사람과 사회에 상당한 해를 끼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윤리적으로 행동하면 법의 강제력이 많이 동원되지 않아도 정
글의 법칙이 극복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세상은 매우 인간적이고 평화로우며 동시
에 경제적일 것이다. 흔히 우리는 아주 착한 사람을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 한다. 
불행하게도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고 법이 전혀 없어도 잘 운영되는 세상은 땅
위에서는 이뤄지지 못하겠지만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그런 세상에 가
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세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법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특히 우리나
라가 대표적이다. 물론 사회구조와 인간관계가 점점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불가피한 
면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법 가운데는 시민들이 윤리적으로 행동하면 제정되지 않아
도 될 것들이 한둘이 아니다.
  따라서 윤리와 법의 경계는 일정하지 않다. 운전자 대부분이 스스로 조심해서 학교 
앞에서 속도를 줄이면 굳이 민식이 법 같은 것이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운전자들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속도를 줄이는 것이 윤리적 
의무였고 속도를 줄이지 않는 사람은 좀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이란 비난을 받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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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법이 제정된 후에는 그런 사람은 범법자가 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다. 물론 모
든 법이 다 윤리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은 아니다. 어떤 법은 사람들로 하여
금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가를 깨닫게 하고 윤리적이 될 수 있게 도울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법은 좋은 관행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5. 인간관계의 기본은 정의다

  최근 미국의 동물학자 드발(F. De Waal)은 카푸친 원숭이가 이유 없이 차별대우를 
받으면 화를 낸다는 사실을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었다. 개나 고양이도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 한다. 차별대우를 받으면 짐승도 화를 내는데 하물며 사람이겠는가? 모든 인
간은 근본적으로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불공정한 대우를 받으면 화가 나고 불행
해진다. 과거에는 거의 모든 사회에서 신분, 인종, 남녀, 빈부, 계급 등에 따라 불리한 
쪽에 속한 사람들이 차별대우를 받고 억울함을 당했다. 사극(史劇)들을 보면 옛날에는 
노예나 하층계급 사람들은 억울함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
나 그 때의 상황에서는 불만을 품어봤자 해결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하는 수 없
이 운명으로 수용했을 뿐 그들이 행복했다고 할 수는 없다. 우리 속담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 한다”는 것이 있다. 그리고 심하게 억울함을 당했는데도 힘이 없어서 복
수하지 못하면 죽어서 원귀(冤鬼), 즉 원한을 품은 귀신이 되어 꿈에서라도 복수한다
는 이야기들도 있다. 그런 것을 보면 어떤 시대, 어떤 사회에서라도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 행복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정의가 결여된 사회에서는 불행한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런 사회는 
통합되기가 어려우며 분열되면 힘이 약해져서 정의로운 공동체와 경쟁해서 이길 수 
없다. 오늘날에처럼 세계 모든 나라가 서로 경쟁하는 상황에서는 억울한 사람이 많은 
사회는 힘이 약해져서 뒤질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모든 구성원이 다 손해를 본다. 
역으로 정의로운 사회는 강하게 되고, 그런 사회 구성원은 상대적으로 행복해진다.
  역사철학자들은 인류가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는지에 대해서 단언하기 어렵
다고 한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정의가 점점 더 중요하게 
인식되고 조금씩이나마 강화되는 족으로 발전한다는 사실이다. 과거에 당연하게 생각
되던 노예제도나 신분제도 같은 것도 사라졌고 인종, 민족, 성, 빈부의 차별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정의롭게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자신의 잘못 때문에 생겨나는 불이익 외에는 모든 차별이 사라지는 세상이 되
어야 할 것이다.
  정의는 아주 오래전부터 철학자들이 논의해 왔다. 정의(正義)의 가장 형식적인 정의
(定義)는 “같은 경우를 같이 취급하는 것(treating like cases alike)”이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다 같이 8시간 일했으면 임금을 같이 주는 것이 정의롭다. 그러나 어떤 것
을 “같은 경우”로 취급할 것인가는 자명하지 않다. 갑과 을의 키가 같다고 해서 임금
을 같이 줄 수는 없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대상의 자격에 “적합하게(fit)” 대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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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의라 함으로 귀족은 귀족 신분에 적합하게, 노예는 노예에 적합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런 정의는 오늘날에 수용될 수 없다.
  모든 같음의 기본은 사람의 권리다. 모든 사람은 인종, 신분, 계급, 지위, 성, 빈부 
등과 관계없이 동일한 기본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 전제에 따라 모든 사
람은 가능한 넓은 범위에서 모든 다른 사람과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 기회, 혜택을 같이 누릴 권리를 가지고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다만 모
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요구되는 조건에 동의해 놓고는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그와는 다르게 행동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일하지 
않으면 임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일할 능력과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선택해서 일하지 않았다면 열심히 일한 사람과 같은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런데 앞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정의의 원칙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
을까? 미국의 정치 철학자 롤스(J. Rawls)가 제시한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
이란 사고실험은 이에 도움이 된다. 누구든지 베일이 드리워진 방에 들어가면 자신이 
사람이란 사실 이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처한 처지 등 다른 사람과 구별
되는 모든 특징은 잊어버린다고 가정해 보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그가 동의할 수 
있는 정의의 원칙은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보편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그가 베
일 밖으로 나왔을 때 실제로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거나 적어도 해가 되지 않는 원칙을 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롤
스는 모든 사람은 모든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가장 광범위한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자유의 원칙(Liberty Principle)”과 모든 사람에게 기회와 직위가 동
일하게 열려 있다는 조건 하에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는 
차등의 원칙(Difference Principle)을 제시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만 혜택을 가장 적게 받은 사람에게 가장 큰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
는 차등의 원칙은 좀 새롭게 들린다. 그러나 좀 따져보면 쉽게 동의할 수 있다. 우리
가 사는 현실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실제로 동일한 권리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를 조금이라도 더 정의롭게 만들려면 가장 불리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큰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문화를 형성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차등이 점점 줄어져서 어느 정도의 평등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차등의 원칙은 현실적으로 매우 실천적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동시에 우리가 비윤리적으로 행동하고 사회의 정의가 무너지면 최소 수혜자
가 가장 큰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예를 들어 베일리(H. Bayley)란 사람은 
“뇌물은 가난한 자의 돈이 부자에게 직행하는 것”이라 했다. 뇌물이란 돈 있는 사람
이 정당하지 못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권력 있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이므로 그가 
뇌물을 통하여 얻는 이익은 궁극적으로 뇌물을 줄 수 없는 가난한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돈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의가 파괴되어서 뇌물을 많이 주고받는 사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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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는 더 부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가난한 사람의 
돈이 부자에게 가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의에 어긋
나게 행동하면 서로에게 영향을 끼쳐서 사회 전체의 정의가 깨어지고, 결과적으로는 
힘없는 사람이 그 마지막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가장 어려운 사람을 우선적으로 도우라는 것은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이 오래전부터 
가르쳤다. 고아, 과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
풀어야 한다고 명령하고 그것을 정의라고 불렀다. 신약성경 마태복음(20장)에는 종일 
일한 사람과 한 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같은 임금을 지불하는 이야기가 있다. 거기서 
한 시간만 일한 사람은 일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몸이 약하거나 기술이 없어서 고용되
지 못한 사람일 것이다. 그는 그 전날에도 일을 못 했을 것이고 따라서 그와 그 가족
이 굶었을 수도 있다. 그러면 몸이 더 약해지고 생산성이 떨어져서 고용될 가능성은 
더 줄어 들것이므로 악순환이 일어난다. 그와 그의 가족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그 사람이 비록 일은 한 시간밖에 못 했지만 그에게 
하루치의 임금을 준 것이다. 형식적인 공정성에는 어긋나지만 차등의 원칙에는 어긋
나지 않는다.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여러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복지제도는 
모두 그런 차등의 원칙에 따른 정의의 실현이라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는 정의를 크게 보응의 정의(Retributive Justice)와 분배의 정의
(Distributive Justice)로 구분한다. 전자는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악한 일
을 한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이고, 후자는 재화를 나눌 때 자격에 따라 공정하게 분
배하는 것이다. 정의가 필요한 경우는 모두 그 두 가지 종류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그리고 정의는 주로 세 분야에서 가장 요구된다. 상과 벌, 법의 제정과 집행, 그리
고 부의 분배에서다. 좋은 성과를 이룬 사람이 상을 받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벌을 
받아야 정의가 확립된다. 공부를 게을리 한 학생이 우등상을 받거나, 부정행위를 한 
학생이 벌을 받지 않으면 정의가 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국회가 법을 만들 때나 그 
법을 집행할 때 국회의원들이나 공무원이 가장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하는 것은 그 
법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가 하는 것이다. 부자에게 유리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불리
한 법은 정의롭지 못하다. 공무원이 법을 집행하고 판사가 재판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그것이 공정하게 이뤄지는 것이다. 요즘은 돈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이나 손해를 나눌 때 자격과 책임에 따라 공정하게 분배해야 하는 것이다.

6. 자발적으로 정의롭게 행동하는 것이 윤리

  우리는 정의라 하면 주로 국가의 정책, 재판, 공권력 행사 등 공공 기관들이 법과 
제도를 만들고 집행하는 데만 요구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워낙 많은 사람에게 큰 영
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이해는 당연하고 자연스럽다. 그러나 정의는 개인 간의 관
계에서도 꼭 필요하다. 가족, 친구 등 이해가 심각하지 않은 관계에서는 굳이 정의를 
따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심지어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어떤 자녀를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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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하면 다른 자녀들이 불평하고 억울해한다.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기본적인 공정
성은 유지되어야 그 관계가 건강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근거 
없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싫어한다.
  윤리는 개인이 법의 강제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정의롭게 행동하는 것이다. 따
라서 정의처럼 윤리도 소극적이다. 누구에게 이익을 끼쳐 행복하게 하는 것은 윤리적 
의무가 아니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 그가 불행하게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윤리의 목적이다. 그래서 윤리는 “자발적으로 직접 혹은 간접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
가 되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물론 대부분의 선량한 시민은 법도 자발적으로 지키지만 그런 사람은 동시에 윤리
적이다. 어쨌든 법의 본질은 타율적이나 예의와 윤리는 원칙적으로 자발적이다. 물론 
예의와 윤리에도 “무례한 자”, “비도덕적인 사람” 등 사회적 압력이 있을 수 있지만 
벌금이나 금고처럼 물리적인 힘에 의한 압력이 아니므로 얼마든지 어길 수 있다. 그
런데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예의는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지 않을 정도의 “마
땅”이기 때문에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한다. 그러나 윤리는 다
른 사람에게 상당한 해를 가하지 않는 행위이므로 법률이 보장하려는 정의로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예의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필요하다. 
만약 사회의 윤리수준이 높으면 상당수의 법률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역으로 비
윤리적인 사람이 많으면 더 강한 법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그만큼 시민들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

7. 황금률

  전통적인 도덕률 가운데 아주 오래되고 널리 알려진 것으로 황금률(Golden Rule)
이란 것이 있다. 거의 모든 고등 종교들과 문화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
다.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신약성경의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
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마태복음 7:12)는 것인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정
직하기를 바란다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정직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공자는 
<논어>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하도록 하지 마라(己所不欲 勿施於
人)”고 했다.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다. 이런 것을 윤리학에서는 “보편화
가능성의 원칙(Principle of Universalizability)”라고 한다. 즉 어떤 행위가 보편적이 
되어도 좋은 것이라면 옳고 윤리적이란 것이다.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이 다 정직해도 
좋으면 내가 정직한 것이 윤리적이란 것이다. 그러나 만약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해
도 좋다고 할 수 있으면 나도 거짓말할 수 있으나, 나를 포함한 어느 누구도 모든 사
람이 거짓말해도 좋다고 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거짓말은 비윤리적이 되는 것이다. 비
윤리적인 행위는 보편적이 될 수 없고,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도 그것이 보편적이 되
는 것을 싫어한다. 시험시간에 부정행위를 하는 학생은 “자기만” 해야지 다른 학생이 
모두 부정행위를 하는 것은 싫어한다. 모두가 부정행위를 하면 자기의 부정행위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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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이 황금률은 동서고금에 널리 알려진 윤리적 원칙으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것이 과연 옳은가를 판단하는 좋은 기준이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해도 좋을까 하고 생각해 보는 것이다. 모두가 이 황금률만 제대로 지키면 우리 
사회는 매우 정의롭게 될 것이다.

8. 윤리는 타자 중심적

  옛날에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윤리적으로 행동한다고 생각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군자(君子), 신사 등 교양 있는 사람이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두 윤리
적이 되어야 한다고 알려졌다. 윤리에 대한 관심은 모두 “내”가 어떻게 올바로 살아
야 하며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되는가에 있었다.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집중되어 있었고 그것은 동시에 그의 윤리였다. 이런 윤리는 행동 
주체, 즉 자신에게 모든 관심을 집중하기 때문에 주체 중심적이라 할 수 있다. 어쨌
든 행동하는 것은 “나”니까 올바로 행동하려면 역시 “내”가 바른 인품과 바른 의지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주체 중심적 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행동하는 주체의 착한 동기다. 그래
서 칸트는 이 세상에 “선한 것은 오직 선한 의지”라고 주장했다. 설정된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은 “전략” 혹은 “수단”이므로 지혜롭다고 할 수는 
있어도 착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윤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윤리를 독일 사회학자 베버(M. Weber)는 “동기윤리”라고 불렀다. 즉 행동의 
동기만 착하면 윤리적이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이나 천지신명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는 종교들의 가르침과 비슷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베버는 이런 윤리는 
정치에는 적용할 수 없다 했다. 정치는 매우 복잡한 현상이기 때문에 동기가 착하더
라도 아주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착한 마음으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하면 그 사람이 그것을 이용해서 더 나쁜 짓을 할 수 있을 것이
다. 착한 동기보다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려고 노력하는 윤리를 그는 “책임윤리”라 부
르고, 정치에서는 동기윤리가 아니라 책임윤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치인의 결정은 무수한 사람에게 막대한 이익이나 손해를 끼칠 수 있다. 비록 착
한 동기에서 내린 결정이라도 잘못 판단한 상황에 근거한 것이라면 심각한 재앙을 불
러 올 수 있다. 최근 미국의 유명한 언어학자요 비판적 지성인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촘스키(N. Chomsky) MIT 교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역사상 최악의 범죄자”라고 
혹평했다. 히틀러는 유대인만 학살하려 했고 스탈린은 그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
만 죽였지만 트럼프는 인류 전체를 멸종으로 이끌기 때문이라 했다. 즉 막강한 영향
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점점 악화되고 있는 지구온난화를 막기는커녕 파리협약에서 
탈퇴하고 석탄 산업을 장려하는 등 오히려 기후변화를 악화시키고 있어서 인류의 종
말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좀 과격한 비판이긴 하지만 책임윤리의 중요성을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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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게 한다. 트럼프가 분명 나쁜 동기를 가지고 그런 정책을 시행한 것은 아니었을 것
이다. 자기 나름대로는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미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려 
한 것이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중국 다음으로 많이 배출하는 미국이 
파리협약에서 탈퇴하므로 전 인류가 사멸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트럼프의 이와 같
은 결정은 책임윤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절실하게 깨닫게 한다.
  베버가 비판하는 동기윤리는 주체 중심적 윤리고 그가 추천하는 책임윤리는 타자중
심적인 윤리라 할 수 있다. 정치가가 책임져야 할 좋은 결과는 시민들 전체의 이익이
기 때문이다. 이 강의가 이제까지 제시해 온 윤리도 나만 착하면 된다는 주체 중심적 
윤리가 아니라 사회, 다른 사람, 특히 약한 사람에게 이익을 가져와야 한다는 타자 
중심적 윤리다.
  현대사회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복잡하게 조직되어 있다. 그러므로 착한 동기를 
가지고 한 행동이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착한 
동기에서 행동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비록 아무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가
져올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을지라도 가능한 한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행동
하는 것이 책임 있는 모습이고 단순히 착한 동기만 가지고 행동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현대에 필요한 윤리는 타자 중
심적이라야 한다.
  타자 중심적이라 해서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자신에게는 아무 이익도 없고 오직 다
른 사람에게만 해가 되지 않는다 할 수는 없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행동하는 것
은 비윤리적이지만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므로 자신도 이익을 보는 것을 부정적
인 의미의 이기주의는 아니다. 좋은 윤리는 결과적으로 행위자 자신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합리적 이기주의는 우리로 하여금 윤리적으로 행동하도록 자극할 수 있
다.
  우선 우리가 비도덕적으로 행동해서 직접 혹은 간접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
면 다른 사람들은 해만 당하고 가만히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직접, 간접으로 보
복을 하려 할 것이고, 개인이 보복하지 않더라도 사회가 여러 가지 비난과 불이익으
로 벌을 줄 것이다. 비윤리적이거나 불법한 행위는 반드시 이런 저런 대가를 치루기 
마련이다.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는 범죄는 벌을 받지 않더라도 벌에 대한 두려움이란 
대가를 치른다고 했다. 범죄를 저질러도 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 더 큰 죄를 
범해서 사회에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생을 망치는 경우도 있다.
  비록 직접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비윤리적인 행위는 공동체 전체의 정의를 파괴하
는데 도움을 주므로 간접적으로 벌을 받는다. 당장은 이익을 볼 수 있을지 모르나 자
신이 파괴한 정의는 후에 자기 자신 혹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억울하게 할 가능
성이 크다. 그러므로 범죄나 비윤리적 행위는 당장의 편리와 이익을 위하여 더 큰 피
해를 자초하는 어리석음이다. 그런 사람 대부분은 제대로 생각하고 계산할 줄 모르는 
머리 나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예의 바르고, 윤리적이며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비록 당장 눈에 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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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지만 일종의 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같다. 자신의 올바른 행동으로 사회가 조금이라
도 더 정의롭게 되면 자신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억울함을 당할 확률이 줄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것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이익일 끼치므로 자신도 이익을 보
는 합리적 이기주의라 할 수 있다.

9. 절제가 필수적이다.

  황금률에도 어긋나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며 양심에 가책도 되는데 왜 어떤 사람들
은 굳이 비윤리적으로 행동할까? 물론 나쁘다는 것을 몰라서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법은 몰라서 어길 수 있지만 비윤리적인 행위는 몰라서 저지르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부분의 경우 나쁘다는 것을 번히 알면서도 저지른다. 왜 그럴까?
  대답은 간단하다. 욕심을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비윤리적으로 행동하면 자신에
게 그렇게 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이익을 가져온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모든 동물에게는 생존하고 번식하려는 본능적 욕망이 있고,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서로 경쟁하고 싸운다. 그런데 짐승은 욕망을 적절하게 절제하
도록 유전적으로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사자가 약한 짐승을 잡아 그 고기를 먹다가
도 배가 부르면 그대로 두고 가버린다. 그러면 사자보다 약한 짐승들이 나머지를 먹
는다. 사람처럼 저장하거나 다른 것과 교환하거나 팔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은 유전적
인 욕망 외에 명예, 인기, 권력, 쾌락 등 사회적 욕망까지 더해져 있는데다 그것들을 
자동적으로 억제하도록 하는 유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배가 불러도, 비만
에 걸려도 더 많이 먹고, 남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저장하거나 다른 것과 바꾸거나 
팔아서 돈을 저축한다. 사실 인간 사회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상당수는 돈이란 매개
가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 만약 돈이 없었더라면 사람도 짐승처럼 당장 필요한 것만 
생산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돈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정도보다 더 많이 생산해서 그
것들을 팔아 다른 것을 살 수 있고 미래를 위해서 저축할 수 있다. 교환과 저축 가능
성 때문에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게 되고 그런 욕망이 온갖 종류의 발명, 개발, 발전
을 자극하고 가능하게 하지만 동시에 끝없는 경쟁, 갈등, 전쟁, 불법, 비윤리적 행동
을 유발해서 결과적으로 약한 사람들에게 억울한 고통을 가한다. 이렇게 해서 짐승의 
세계보다 더 나쁜 약육강식의 정글이 만들어질 수 있다.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모든 사회는 예의, 윤리, 법률 등의 제도를 만들어서 그런 
상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제도에 자발적으
로 순응하여 질서를 유지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욕망을 
적절하게 절제하는 것이다. 윤리적 행위는 지나친 욕망을 절제해서 불공정하게 경쟁
하려는 유혹을 이기므로 가능하다.
  그러므로 동서고금의 모든 고등 종교와 고급문화는 절제를 강조한다. 유교도 중용
(中庸)을 가르치고 불교는 금욕을 매우 강조하며 기독교도 절제를 권고한다. 고대 그
리스 문화에서는 인내 혹은 절제가 지혜, 용기, 정의와 함께 4대 미덕의 하나였다.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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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지 못하는 사람을 짐승과 같이 취급했다.
  그런데 대부분의 종교와 문화에서 강조되는 절제는 자신의 도덕적 수월성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자신이 더 훌륭한 사람으로 성숙하게 되기 위한 것이다. 역시 
주체 중심적이다. 물론 그런 절제도 충분히 칭찬하고 장려할 만하다. 짐승은 유전적으
로 설정된 절제 외에 스스로 알아서 절제하지 못하고 욕망에 따라 행동한다. 사람은 
그것을 이용하여 짐승을 이기고 다스린다. 쥐는 배가 고프면 어떤 먹이라도 바로 먹
으려 하다가 쥐틀에 잡힌다. 배가 고프더라도 위험한 곳에 있는 먹이는 먹지 않으려
는 절제력이 있었더라면 잡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도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면 
“짐승 같은 인간”이란 욕을 먹고 기쁨, 슬픔, 분노 같은 감정을 잘 억제하지 못하면  
미숙한 사람으로 취급받는다. 명심보감에는 “참지 못하면 인간이 아니요, 인간이 아니
면 참지 못한다(不忍非人, 非人不忍)”라는 말이 있다.
  이와 관계해서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마시멜로 실험(Marshmallow Experiment)은 
주목할 만하다.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마시멜로란 맛있는 과자를 주면서 그것을 먹지 
않고 15분만 참으면 상을 주겠다고 했을 때, 먹고 싶은 마음을 억제하고 참은 아이들
은 후에 비교적 성공적인 삶을 살았고 참지 못하고 먹어버린 아이들은 대부분 실패한 
삶을 살았다는 실험이다. 이런 실험이 아니더라도 절제하는 사람이 비교적 성공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실패하는 것을 우리 주위에서도 자주 찾아 볼 수 있다.
  미국의 로체스타 대학에서는 스텐포드 실험을 조금 바꿔서 유치원 어린이들을 두 
구릅으로 나누고 한 구릅에서는 15분간 참은 아이들에게 약속한 데로 상을 주고 다른 
구릅에게는 약속을 어기고 상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는 두 구릅을 다시 합쳐서 15분 
참으면 상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앞에서 속은 구릅 아이들은 대부분 참지 않
았고 속지 않은 구릅 어린이들은 처음보다 더 많이 참아서 상을 받았다. 참아서 상을 
받은 어린이들의 비율이 1대 4였다 한다. 이것은 인내나 절제도 그에 대한 보상이 확
실할 때 더 강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신을 위한 절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
지 않기 위하여 하는 절제다. 강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욕망을 한 없이 채워
버리면 약한 사람에게는 아무 것도 돌아가지 않으므로 자신에게 꼭 필요한 만큼만 가
지고 나머지를 다른 사람이 갖도록 하는 절제야 말로 가장 인간적이고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한 절제는 주체 중심적이고 이기적이지만 이웃을 위한 절
제는 타자 중심적이고 따라서 윤리적이다. 절제가 다 필요하지만 가장 고상한 것을 
타자중심적인 윤리적 절제다.
  오늘날 절제가 무엇보다도 더 필요한 이유는 온 인류를 파멸로 이끌 수 있는 지구
온난화와 관계해서다. 수만 년간 지구의 온도가 겨우 1도 높아졌는데 18-19세기에 
일어난 산업혁명 이후 불과 200년 만에 1도가 높아져서 남. 북 극의 방산이 녹고 해
수면이 높아지고 있다.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투발루와 몰디브는 이미 물에 
잠기고 있고 세계 곳곳에 산불과 홍수 등 온갖 자연 재난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2015년에는 파리협약이란 것이 맺어져서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온도를 산업혁명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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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1.5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 등 온실가스를 줄이기로 결
정했다. 그 이상 더워지면 지구의 생태계는 회복불능상태가 되어 인류가 멸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 세계는 파리협력이 설정한 목표의 10%밖에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가난한 나라들은 부자나라들이 먼저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
제발전을 계속하고 있고 부자나라들은 지금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
다.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과학기술이 발달되어 사람들이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교
통수단이 많이 보급되고 태양광 발전효율을 높이면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질 수 있다
고 주장한다.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그것만 믿고 있다가는 큰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다. 미국의 전 대통령 트럼프는 앞으로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면 
코로나 19문제는 해결될 수 있으므로 마스크 같은 것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 
결과로 미국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감염자가 생겨났다. 과학적 해결만 믿다가 너무
나 많은 사람이 병들고 죽은 것이다.
  그런 잘못은 지구온난화에 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유럽의 선진국 주민
들을 제외하고는 세계 주민들 대부분은 지구온난화와 같이 거대한 문제가 개인 하나 
절약한다고 해결될 수 있겠는가 하고 아예 시도도 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모두가 
피해자가 될 위험에 처해 있다. “티끌모아 태산”이란 속담처럼 전 세계 모든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에너지 소비를 절약해야 인류 존속이 가능하다. 과거에도 절제가 필
요했지만 지금은 우리 모두의 생물학적 생존을 위하여 절제가 필요하다. 인류의 멸절
을 막기 위한 절제인데 이 보다 더 중요한 윤리적 의무가 어디 있겠는가?

10. 윤리는 사회적이다

  로체스타 대학의 마시멜로 실험이 보여주듯 절제도 보상이 따르면 더 강화되고 더 
오래 계속될 수 있을 것이고 보상 대신 손해가 따르면 약해지고 중단되기가 쉽다. 그
런 현상은 주로 이기적인 절제에 나타나겠지만 윤리적인 절제에도 나타날 수 있다. 
아무리 합리적이고 바른 판단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손해만 보면 윤리적으로 행동하기
가 쉽지 않다. 개인의 윤리적 행위와 사회의 정의로운 질서는 서로 영향을 끼쳐서 악
순환도 일으키고 선순환도 일으킨다. 즉 합리적인 개인이 많아지면 사회도 정의롭게 
되고 사회가 정의로우면 개인도 윤리적으로 행동할 개연성이 높아진다. 물론 그 역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사용하는 “윤리”, “도덕” 이란 단어들은 각각 ethics, moral 등 서양어를 
번역한 것들이다. 중국 고전에는 “도덕(道德)”이란 말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ethics란 단어는 그리스의 ethos, moral
은 라틴어 mos에서 유래했는데, 그 단어는 모두 “관습”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관습
은 사회적인 습관이므로, 윤리는 사회적이란 사실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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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우리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동할 때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고 따지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개인적 습관대로 행동하고 상당할 정도로 
주위 사회의 관습 혹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 행동한다. 같은 운전자라도 한
국에서 운전할 때와 호주에서 할 때 다르게 운전한다. 개개인의 도덕성도 상당할 정
도로 사회의 일반적 윤리수준에 의하여 결정된다. 부패가 많은 사회에 사는 사람은 
아무래도 정의롭지 못하게 행동할 개연성이 높고 정직한 사회에 사는 사람은 정직할 
확률이 높다.
  미국의 신학자 니버(Reinhold Niebuhr)는 그의 유명한 책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
적 사회>에서 개인에게는 양심, 체면, 이성, 자존심 등이 있어서 도덕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지만 사회는 그런 윤리적 자원이 없어서 개인보다 더 비도덕적
이 된다는 사실을 매우 설득력 있게 보여주었다. 가령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위하여 
기부하는 사람도 자신이 속한 나라가 그 가난한 나라와의 불공정한 무역에서 엄청난 
이익을 보는 것에는 눈을 감고 그 이익의 열매를 즐기는 것이다. 사실 이런 일은 오
늘날 대부분의 부자 나라들에게 일어나고 있다. 사회란 개인들이 모여서 이뤄지는데
도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은 비교적 도덕적인 사람도 집단적 이기주의에는 쉽게 동조
하기 때문이다. 가난한 나라에 대한 부자 나라의 “원조”라는 것도 하나의 “위선”에 
불과하다고 비꼬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정의롭게 되지 않고는 개인이 윤리적이 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해 준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
도 정의롭게 만들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선진국
에서 일어나는 각종 시민운동은 바로 이런 사실을 전제하고 공동체를 정의롭게 만들
기 위한 것이다.
  개인과 공동체의 윤리적 책임문제는 앞에서 언급한 지구온난화 문제에서 가장 심각
하게 대두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공동체는 한 마을, 한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이
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인의 책임의식은 약할 수밖에 없다. 모두가 책임져야 하기 때
문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다. “나 하나”가 온실가스를 줄인다 해서 이 거대한 
지구의 온실가스 감축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다른 사람도 같이 줄여야 도움이 될 
텐데 그 다른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신이 먼저 행동해야 하겠다는 책임감이 그
만큼 약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온실가스 증가가 가져오는 재앙도 여기, 저기 흩어져 
일어나고 매우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그 인관관계를 실감하기가 어렵다. 그 결과인 
인류의 종말도 심각하기는 하나 적어도 “우리”가 사는 동안이나 우리가 직업 만날 수 
있고 사랑하는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바로 이렇게 충분히 이해되는 무책임이 바로 인류종말을 촉진시키고 있
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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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맺는 말

  윤리란 실천해야 가치가 있다. 수학이나 물리학은 논리적이기만 하면 타당하다. 그
러나 윤리는 아무리 좋은 말씀, 좋은 이론이라도 그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이 없다. 지구온난화에 관심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한탄하는 것으로 NATO란 말이 
있다. 즉 No Action, Talk Only(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란 것이다. 전 세계적
으로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무수한 논문, 책, 비디오, 회의, 강연, 세미나, 토론회 등이 
있지만 그것들이 별로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윤리도 마찬
가지다. 우리나라에도 윤리에 대한 책, 논문, 강의 등이 무수하지만 그것들이 말로, 
글로만 끝나버리고 그대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윤리적 수준이 높아지지 
않고 있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무수한 글들이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
을 뿐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즉 글을 쓰고, 강연을 하고, 회의를 
하는 것으로 지구온난화를 막아야 할 의무를 다 한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NATO는 
불충분한 것이 아니라 해로운 것이다. 윤리도 마찬가지다. 윤리에 대해서 책을 잃고, 
강연을 듣고, 윤리 시험에 좋은 성적을 얻었다면 그것이 일상적인 행동에 반영되어야 
할 텐데 오히려 그것으로 윤리적 요구를 충족시켰다고 착각할 수 있다. 나아가서 말
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위선적이고, 위선은 윤리적으로 부정적이다. 무엇이 옳은가
를 알아야 그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알면서도 그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보다 못하다 할 수 있다.
  학생들은 이 글을 읽고 조금이라도 더 정직하고 공정하게 행동하므로 그것이 습관
으로 정착되어 성숙한 인격자로 자라기를 바란다. 사람들은 스스로 윤리적으로 행동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존경하며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기
를 원한다. 자신들에게 이익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록 쉽지는 않지만 조금씩이
라도 욕망을 절제하는 훈련을 거쳐서 윤리적인 인격을 형성하면 사회에 이익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도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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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주제. 인문학의 진주, 역사란 무엇인가?

허승일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명예교수)

1. 협의의 인문학

  인문학이란 본시 인간학이다. 인간은 ‘인간답게 사는 것(humaniter vivere)’, 그것
도 ‘행복한 삶(vita beata)’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인간 자체는 물론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과 우주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한다. 그래서 진리 탐구는 필수적
이다.
  서양 중세 때에 오늘날의 대학이 생긴다. 거기서는 의식주에 관한 기술을 가르친 
것이 아니었다. 문법, 수사학, 논리학의 ‘3과(trivium)’와 산수, 기하학, 천문학, 음악
의 ‘4과(quadrivium)’를 합친 7과의 ‘자유학문(artes liberales, Liberal Arts)’을 가
르쳤다. 자유학문은 오직 인간이 인간답게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자유롭게 발휘하
면서 살 수 있는 기술, 곧 제대로 글 읽고 쓰고(문법), 제대로 말하고(수사학), 제대로 
생각하는 기술(논리학)—이것이 문과다—과 셈(산수)과 도형(기하학), 천체 운동에 대한 
이해(천문학)와 영혼의 조화를 꾀하는 활동(음악)—이것이 이과다—을 일컫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유학문’은 문리과, 곧 문과와 이과를 포괄하는 지식의 영역이다. 이것이 
광의의 인문학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1975년의 서울대학교의 모델을 따라 종전의 문리과대
학이 인문, 사회, 자연 대학으로 나뉘어졌고, 그 결과 대학과 학과가 무슨 서열 같은 
것이 매겨졌다. 인문대학은 협의의 인간학인 주로 문학⋅역사⋅철학을 가르치는 것으
로 한정되었다. 그리고 먹고 사는 민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기술을 가르치는 의과/
법과/상과 등이 인기를 얻게 되었다. 인문대학을 나와 봐야 취직도 안 된다고 하면서 
인문학의 위기가 닥쳐와 철학과가 폐과되는 곳도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면 인문학의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2050년까지 제4/5/6/7차 산업 혁
명이 동시에 병행 진행되면서 장차 미래 세계는 결국 협의의 인문학의 밝은 미래를 
보장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인문학의 진주라 할 역사가 우뚝 서 있음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2. 문학⋅역사⋅철학⋅연설학의 기본 개념과 차이점

  인문학이란 인간의 행복을 누리기 위한 진리 탐구가 그 본연의 자세다. 그런데 진
리 탐구에는 여러 방법이 있다. 우선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 9장에서 언급하는 역
사와 시학(문학)의 차이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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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인이 할 일은 실제로 일어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법한 일들을, 
개연성이나 필연성에 따라 가능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시인과 역사가는 운문이
냐 산문이냐를 쓰는 것으로 다른 것이 아니다. … 진정한 차이는 역사가는 일어난 일과 
관련된 것이고, 시인은 일어날지도 모를 일과 관련된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시는 역사
보다는 훨씬 철학적이며 더 진지하다. 왜냐하면 시는 보편적인 것을 말하지만, 역사는 
개별적인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보편적인 것이란 이러이러한 성격의 사람이 개연성이
나 필연성에 따라 이러이러한 말을 하고,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인물들에게 (구체적인) 이름을 부여하면서도 시가 추구하는 바이
다. 반면 개별적인 것이란 실제로 알키비아데스가 한 일 또는 그가 겪은 일이다.

  역사는 과거에 ‘인간과 관련해서 일어난 일’을 말한다. 역사가 ‘사실들(facts)’을 다
룬다고 할 때 라틴어 ‘facta’는 원래 행하다(do)라는 뜻의 facere에서 왔듯이 ‘[인간
에 의해] 행해진 것들’, 즉 ‘일어난 일’이란 뜻이다. 그렇다고 역사가 인간에 의해 행
해진 모든 것들을 다 다루지는 않는다. 국가의 운명을 바꾼 기원전 49년 1월 8일 율
리우스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넜다든가 하는 ‘역사적 사실들’이 역사가들의 탐구 
대상이 된다. 지나간 일들에 대한 사실 확정을 뜻하는 ‘역사’, 고대 헬라스 단어 
historia는 인도유럽어 widtor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widtor는 목격자, 현장에서 
지켜본 사람, 진실을 묻고 찾아 추적하는 사람을 뜻한다. 그래서 헬라스어 historia의 
일차적 의미는 뜻깊은 지나간 일들에 대한 탐구/추적의 행위다. 탐구/추적 행위인 한
에서 historia는 또한 현재진행형 활동이다. 그러다가 historia라는 이 단어는 ‘일어난 
일들의 진실을 묻고 따지고 추적하여 기록하고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 즉 
‘역사학’을 지칭하는 전문어로 자리 잡게 된다. 그래서 헬라스인들과 페르시아인들이 
일으킨 전쟁도 역사이지만, 헤로도토스가 그것을 탐구하여 쓴 역사책도 역사인 것이
다.

<그림 1> 역사: 딜만(Frederick Dielman, 1847–1935의 1896년의 작품. 모자이
크 중앙에 클리오 역사의 여신이 펜과 책을 들고 있다. 그 뒤로 대리석 벽과 벤
치가 보이고, 두 서판에 위대한 역사가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 왼쪽에는 고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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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헤로도토스, 투키디데스, 폴리비우스, 리비우스, 타키투스, 바이다, 코미네
스가, 오른 쪽에는 근대 역사가 흄, 기본, 니부르, 귀조, 랑케, 미국인인 방크로
프트와 모트리이다. 왼쪽 밑에는 평화를 상징하는 월계관, 오른 쪽 밑에는 전쟁
을 상징하는 떡갈나무 화관이 있다. 신화의 여신은 왼손에 우주의 이론들의 상징
인 지구를 들고 있고, 오른손 밑의 헬라스의 여성 스핑크스는 영원히 풀 수 없는 
세계의 수수께끼를 나타낸다. 오른 쪽에는 나이든 전통의 여신이 앉아 있는데, 
앞에 앉아 있는 어린 소년에게 중세의 전설과 민담을 말하고 있다. 무릎에 있는 
실톳대, 손에 있는 하프(중세 때의 떠돌아다니는 음유시인 상징) 그리고 방패는 
지난 과거의 기억물이다. 위에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헬라스 신전 그리고 로마의 
원형 극장이 그려져 있는데, 이것들은 고대의 최고 문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반면에 시학은 원래 ‘허구들(fictions)’의 라틴어 원문 ‘ficta’에 두고 있다. ‘ficta’는 
만들다(make), 짓다(invent), 상상하다(imagine)라는 뜻의 fingere에서 왔기 때문에, 
시학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들’, 즉 ‘상상력의 산물들’이란 뜻이다. 그런데 역사
가 인간의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다루는 것과는 아주 달리, 시학은 인간의 과거에 
일어났고, 현재 일어나고 있고, 또 미래에 일어날 일을 상상해서 다루는 것이 특징이
다. 이를테면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가 있다. 기원전 12세기의 트로이 황족 아
이네아스와 기원전 814년의 카르타고 건국 여왕인 디도의 사랑과 자결을 통해 후세
인들에게 무한한 감동과 교훈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
이 역사보다 훨씬 철학적이며 진지하다고 언급했던 것이다.
  그러면 시학과 동열에 있으면서 역시 역사보다 더 진지하다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강
조하는 철학이란 무엇인가? 철학은 ‘인간은 어떻게 살 것인가?’ 또는 ‘의(義)/덕(德)/
선(善)이란 무엇인가?’와 같은 진리의 보편적이고도 추상적인 원론을 논하는 것이다. 
서양에서는 소크라테스, 동양에서는 공자가 유명한데,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려면 
반드시 철학적 사유가 필수적이다.

<그림 2> 그림 설명 2 시학: 라파엘의 1511년의 파르나수스 프레스코화. 중앙에 아폴로 신
과 그 주위를 둘러싼 뮤즈 여신들이 있다. 왼쪽 밑에 사포, 오른 쪽 위에서 고개를 돌려 정
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보카치오도 보인다. 왼쪽 위 상단에는 단테, 호메로스, 베르길리우스
가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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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그림 설명 3 철학: 라파엘의 1509–1511년의 아테네 학당이다. 중앙에 하늘을 가리키
고 있는 플라톤과 땅을 가르치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있고, 플라톤 왼쪽으로는 소크라테스의 
모습도 보인다. 계단 위에 앉아 있는 분이 디오게네스이다. 그리고 제논, 에피쿠로스, 피타고라
스, 유우크리데스, 헤라클리투스, 파르메니데스, 조로아스트로 등의 학자들이 자리 잡고 있다.

  동양에서는 수사학(修辭學)이라고 표기되는 Rhetorike는 연설술 또는 연설학이라고 
해야 더 적합하다. 연설술은 연설가가 청중에게 연설을 하여 청중의 마음을 얻는 것, 
그러니까 청중을 설득하여 자기편으로 만드는 말의 기술이다. 여기에는 연설가의 인
품(ethos), 논리(logos), 감정(pathos)의 설득 방법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진리가 아
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속여서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얻으면 좋다는 고르기아스의 주
장과 반드시 진리로써 상대방을 설복시켜야 한다는 소크라테스의 주장이 일찍부터 충
돌해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은 유명 인사들의 소위 
막말에 유의해야 한다.

<그림 4> 연설학: 이사크스츠(Pieter Isaacsz, 1569~1625)의 작품. 1620년대의 기사 아카데
미에서의 연설학 강의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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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우리는 협의의 인문학의 골자라 할 문학⋅역사⋅철학⋅연설학의 기본 개
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3. 문학⋅역사⋅철학⋅연설학의 상호연관성

 1) 문학보다는 먼저 철학을!
  자식 교육에서 문학보다는 철학을 먼저 가르쳐야 한다는 플루타르코스의 너무나 유
명한 저작이 있다. 그의 “젊은이는 시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이다.1) 

  무엇보다 먼저, 젊은이는 마음을 비우고 시에 입문해야 하는데, 이때 꼭 명심하고 마
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은, 옛말대로 시인들은 어느 정도 고의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
든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것이네. 그들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사
실이 허구와 비교해 너무 딱딱하다는 데에 있지. 그래서 시인들은 의도적으로 사람들의 
귀에 즐거움과 만족을 주려 하는데, 바로 이것이 대부분 사람이 시에서 추구하는 것이
라네. 부연 설명을 하면, 사실이란 실제로 일어난 것이기에, 그 끝이 즐겁지 않게 끝난
다 할지라도,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네. 반면에 허구는 어떤가? 그것은 말의 조작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에움길을 마련하고 고통스러운 길에서 벗어나 더 즐거움을 주는 길
로 가지. 시의 운율이나 문채(文彩), 고상한 어법이나 적절한 은유, 게다가 시 구성의 
통일성 그 어느 것도, 허구의 우화적 이야기로서 기술적으로 잘 짜인 것만큼 그렇게 매
력적이지도 유혹적이지도 않네. 그러나 그림에서는 색채가 그냥 그어져 있는 선보다 더 
자극적인데, 색채는 살아 있는 것 같고 또 환상을 일으키게 해 주기 때문이지. 마찬가
지로 시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과 결부된 허구성이, 운율과 어법은 정교하지만 
신화와 허구가 전혀 들어 있지 않고 운율과 어법에 공들인 작품보다 더 멋있고 더 큰 
재미를 준다네.  우리는, 저속하고 유해한 시들 자리에 정치가들과 명사들의 어록과 금
언들을 집어넣음으로써 이런 시에 대한 반감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고 느꼈듯이, 시
인들에게서 산뜻하게 표현되고 있는 어떤 유익한 생각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철학자
들에게서 증거와 증언을 찾아내 그 창의성을 믿고 그 생각을 품고 증폭시켜야 하네. 왜
냐하면 이것이 올바르고 유익한 때문인데, 피타고라스의 정리와 플라톤의 이론이 무대
에서 말해지거나 뤼라 악기의 반주에 맞춰 노래로 불리거나, 학교에서 공부한 것과 일
치할 때마다, 그리고 킬론과 비아스의 교훈이 우리 아이들이 시를 읽어 같은 결론을 얻
을 때, 우리의 믿음은 힘과 권위를 더 얻게 되기 때문이지. ...... 시가 속에서 발견된, 
정제되고 도움이 되는 감정들은 철학의 가르침이 첨가됨으로써 더욱 강해지게 된다. 정
말로 시가를 철학에 결부시키면, 우리는 시가에서 시가의 허구적 요소를 빼 버리고 그
것에 진정성을 부여하게 된다. 따라서 시가와 철학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젊은이들은 시가 공부가 자연스럽게 즐거운 철학의 입문(入門)으로 이어지도록 지도를 
받아야 한다.

  한 마디만 더 보태자. 문학은 재미를 생명으로 하는 고로, 헬라스의 비극들에서처

1) 플루타르코스(허승일 옮김), “젊은이는 시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플루타르코스의 모랄리아: 교육·
윤리편』, 서울대출판문화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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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어머니가 아버지를 죽였다고 하여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하는 극적 장면이 나오는
가 하면, 남편이 자기를 배신하였다고 하여 두 아들을 살해하는 끔직한 장면이 나오
기도 한다. 그래서 이를 관람한 젊은이들은 하도 재미 속에 빠져 장차 이런 복수극을 
모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젊은이들에게는 마땅히 미
리 스토아 철학의 윤리사상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연설학에 역사를!

  서양 고대의 아테네나 로마의 젊은이들의 꿈은 뛰어난 정치가나 장군이 되는 것이
었다. 그 꿈은 시민들에게 연설을 하여 그들의 표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달성될 수 
있었다. 그러려면 그들은 말을, 즉 대중에게 연설을 잘 해야 했다. 왜냐하면 연설은 
신과 같은 마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일각에서 믿고 있듯이 서양 고대에서도 트로이 전쟁의 발발의 원흉은 
스파르타의 왕비 헬레나라는 통설이 있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크게 반발하면서 나
선 것이 바로 아테네에서 활동하고 있던 고르기아스였다. 그의 『헬레나 찬가』의 내용
을 보자.
  첫째, 트로이 전쟁은 신들의 개입으로 결정된 전쟁이었다는 것이다. 아킬레우스를 
낳게 되는 부모의 결혼식에 불청객인 불화의 여신 에리스가 황금 사과를 손에 들고 
나타나 파리스에게 미녀 여신 헤라, 아테네, 아프로디테 3명 중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주겠다고 말하는 아프로디테를 택하게 한다. 그 아름다운 여인이 바
로 헬레나였다. 이 신들의 게임에서 어떻게 일개 인간인 헬레나가 헤쳐 나올 수가 있
었겠는가?
  둘째, 게다가 아프로디테는 자기 아들인 에로스에게 헬레나가 파리스를 보는 순간 
그녀의 가슴팍에 큐피드 화살을 꽂아 사랑에 빠지게 했다는 것이다.
  셋째, 보통 여자보다는 남자의 힘에 세다. 파리스의 신체적인 힘이 헬레나보다 더 
강했기 때문에 그녀는 끌려가게 되었다. 이를 어찌 헬레나의 탓으로 돌릴 수가 있단 
말인가?
  마지막으로, 파리스의 설득력 있는 화술을 들 수 있다. 그는 온갖 감언이설로 헬레
나를 유혹하였다. 그런데 말이란 신과 같은 마력을 지녔기 때문에 그녀가 그의 꾐에 
빠지게 된 것은 그녀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고로, 모든 것을 헬레나의 탓으
로 돌릴 수가 없다. 이상이 헬레나가 트로이 전쟁 발발의 원인 제공자라는 세론에 반
대하는 고르기아스의 논거였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무기와 말인데, 무
기는 사람의 몸을 죽이는 것이고, 말은 사람의 마음을 죽이는 것이다. 보통 후자를 
설득 또는 설복이란 말을 쓴다. 후자의 경우, 어떤 말거리를 써야 할까가 가장 큰 문
제이다. 이 예를 키케로는 그의 『말거리 찾기』De Inventio란 처녀작에서 다루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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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이 아가메논과 아르테미스는 다음 해에 태어날 여아를 신에게 바치기로 약속한
다. 바로 그 여아가 왕의 딸이었다. 그래서 왕은 약속 이행을 자꾸 미루었다. 그러다
가 왕은 트로이 원정의 헬라스 총사령관이 된다. 이때 여신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원정군을 바다에서 몰살시키겠다고 협박한다. 그래서 왕은 할 수 없이 아킬레우
스와 결혼시키겠다는 구실로 딸을 불러 여신에게 제물로 바친다. 이에 격분한 왕비인 
클뤼튀임네스트라는 승전 후 귀가한 왕과 첩인 카산드라를 살해한다. 이에 격분한 왕
자인 오레스테스는 누이와 함께 자기 어머니를 죽인다. 재판정에서 그에게 내릴 판결
은 사형이 뻔했다. 왕자는 이를 어떻게 자기변호를 할 수 있을까 말거리를 찾아내야
만 하였다. “저의 어머니가 나의 부친을 살해하였기 때문에 내가 모친을 살해한 것은 
정당합니다.” “그렇지만 어머니가 아들인 당신에 의해 살해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녀의 행위는 당신의 범죄가 없이도 처벌될 수 있었기 때문이오.” 라는 
재판관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원래 어머니를 죽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
테네 여신이 여러 차례 나타나서 어머니를 죽이지 않고 뭐하고 있느냐는 질타의 소리
를 해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지 신의 말씀대로 모친을 죽였을 뿐입니다.”라고 항변
하였다. 그래서 최종 판결은 올림피아 신들의 손으로 넘어갔고, 아테네 여신의 로비 
활동으로 오레스테스는 무죄로 방면되었다는 얘기이다.
  이렇듯 연설술은 죽을 목숨도 살리는 신비의 기술이다. 그런데 그러한 연설에 그 
품위를 높이고 그 힘을 더 강하게 하는 것이 역사라고 키케로가 강조하고 있음을 주
목해야 한다.

4. 인문학의 진주: 역사

  일찍이 투키디데스는 인간이 과거를 살펴봄으로써 미래의 유익함을 얻기 위해 역사
를 공부하는 것이라고 갈파하였다. 키케로는 아예 유아의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국
사와 세계사를 공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그는 역사와 옛 기록의 [일어난] 순서도 알도록 해야 할 것인데, 특히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것뿐만 아니라, 제국을 이룬 민족들과 유명한 왕들에 대한 것도 그러해야 
할 것이네. 그와 같은 수고를 우리의 아티쿠스가 덜어주었네. 즉 시간들을 보존하고 표
지함으로써 두드러진 것 그 무엇도 지나치지 않고서 700년의 기록을 한 권의 책에 수
합해 두었으니 말이네. 더욱이 [자네가] 태어나기 전에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모른다는 
건, 말하자면 항상 아이라는 것이네. 실인즉, 오래된 일들에 대한 기록으로써 앞선 사
람들의 세대와 기록으로써 기워 엮이지 않는다면 인간의 삶(세대)이란 무엇이겠나? 더
욱이 옛 일에 대한 언급과 사례들의 인용은 지고한 즐거움과 더불어 연설에 권위와 신
뢰를 가져다주네.2) 

  실제로 키케로는 ‘역사란 시대의 증인이고, 진리의 빛이며, 기억의 생生이고, 삶의 

2) Cicero,『연설가』Orator,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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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이며, 옛 세계의 소식 전달자이고, …’3)라고 하면서 좌우 어느 한 쪽 편을 들지 
말고 정자세를 취해 오직 진실만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1 법칙: 거짓됨(falsi)을 말하지 말라.
제2 법칙: 참된 것들(veri)만을 말하라.
제3 법칙: 역사 쓰기에서 봐주기(gratia)가 있다는 의혹을 받지 말라.
제4 법칙: 초록이 동색(草綠同色: simultas)이라는 의혹도 받지 말라.4)

  그런데 1980년대를 분수령으로 하여, 역사는 모던 역사와 포스트모던 역사로 나뉜
다. 모던 역사는 세 단계를 거쳐 발전한다. 랑케의 정치사로서 주로 국가의 외교/국
방을 다루었다. 다음은 산업혁명의 사회경제적 결과로 노동자의 빈곤 문제가 대두하
자, 존 스튜아트 밀의 민주자유주의 경제와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에 입각한 공산주의 
경제, 그리고 이들로부터 파생된 일반 보통 사람들의 경제가 역사가의 연구의 주류를 
이루었다. 그 다음 단계로 나타난 것이 프랑스를 무대로 하여 아날학파의 사회사 연
구였다. 이것은 장기 지속과 심층 구조의 사회를 역사 연구의 주체로 삼았다. 이러한 
모던 역사의 특징은 인간의 과거를 망원경으로 보는 거시사였다. 1980년대에 이르러 
역사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포스트모던 연구가 흥행하게 되는데, 이를 좀 더 상세
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포스트모던 시대에 나타난 새로운 역사는 신문화사, 미시사, 심성사, 일상사이다. 
그러나 신문화사, 미시사, 심성사, 일상사는 엄격하게 말해 가령 어느 것이 미시사고, 
어느 것이 일상사라고 딱히 구분할 수 없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 어느 시대, 어느 지
역의 노동자의 생활을 살펴본다고 할 때, 이들의 생활의 문화면을 주로 살핀다면, 그
것이 곧 신문화사이고, 이들 생활의 일상성을 주로 다룬다면 그것이 일상사요, 이들 
생활의 색다른 면이나 감추어져 보이지 않던 것들을 현미경으로 보듯 샅샅이 보여 주
었다면 그것이 곧 미시사요, 이들 집단의 심성적인 것을 주로 클로즈업시켰다면 그것
이 곧 심성사인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중첩되어 있는 것이다. 신문화사는 영국과 미
국, 미시사는 이탈리아, 심성사는 프랑스, 일상사는 독일이 각각 그 발원지로 알려져 
있지만, 이 또한 유럽과 미국, 세계 각처에서 혼재되어 나타난다.

 1) 영국: 신문화사

  1980년대, 이른바 포스트모던 시대에는 새로이 ‘문화’를 매개로 기존의 정치사나 
사회사가 소홀히 했거나 보지 못했던 것을 발굴하고자 문화사적 전환을 시도하는 역
사가들이 등장하게 된다. 이들이 추구하는 것을 ‘신문화사’라고 부른다. 단톤(Robert 
Darnton, 1939~ )의 고양이 대학살(The Great Cat Massacre and Other 
Episodes in French Cultural History, 1984)이 대표작이다. 

3) Cicero, 연설가론 De Oratore, 2, 9, 36.
4) Cicero, 연설가론 De Oratore, 2, 15,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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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소에 두 명의 견습공이 있었다. 그들의 삶은 매우 고달팠다. 반면에 당시 고양
이들은 특별대우를 받고 있었다. 여주인은 회색둥이인 그리스라는 고양이에 빠져 있
었다. 견습공들이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수많은 도둑고양이들이 밤새 내내 지붕에서 
울어대 밤잠을 설치는 것이었다. 그래서 한 견습공은 며칠 동안 밤에 지붕 위에서 주
인의 침실 근처까지 기어가 오싹할 정도로 고양이 울음을 울어대 주인과 그 아내가 
눈을 붙이지도 못할 지경으로 만들었다. 부부는 견습공에게 고양이들을 없애라고 명
령했다. 빗자루, 인쇄에 쓰는 철봉, 그리고 인쇄소의 다른 연장으로 그들은 모든 고양
이를 학살했다. 그리고는 인쇄소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 근위대와 고해성사 집전자와 
사형 집행인이 완비된 모의재판을 벌였다. 그 짐승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최후의 
의식을 거행한 뒤 그들은 즉석에서 만든 교수대에 고양이들을 매달았다. 떠들썩한 웃
음소리에 여주인이 와 봤다. 피범벅이 된 고양이가 밧줄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자 그
녀는 비명을 질렀다. … 사람들은 ‘환희’, ‘무질서’, ‘웃음’으로 미칠 지경이었다. 수십 
차례에 걸쳐 무언극이 재연되었다. 
  단톤이 이 글에서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의미는 노동자인 인쇄공과 ‘부르주아’인 주
인 간의 계급 갈등이 고양이를 둘러싼 두 문화 사이의 차이를 기반으로 어떻게 굴절
되어 나타났는가이다. 이렇게 프랑스 혁명 발발 반세기 전에 일어났던 고양이 대학살 
사건이 계급투쟁의 역사적 맥락과 민중문화의 폭력적 전통과 연관하여 프랑스 혁명을 
이해하는 데 새로운 지평의 가능성을 열었던 것이다.

 2) 이탈리아: 미시사

  미시사는 아주 소규모로 과거를 연구한다. 가장 공통된 미시사의 유형은 작은 읍이
나 마을을 연구한 것이지만,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개인들을 살펴보거나 단 
하나의 그림을 분석하는 것도 포함한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까를로 진즈부르그(Carlo 
Ginzburg, 1939~ )의 치즈와 구더기: 16세기 한 방앗간 주인의 우주관(Il formaggio e I 
vermi; The Cheese and the Worms: The Cosmos of a Sixteenth Century Miller, 
1980 영역)이 있다.
  이 책은 이탈리아 동북부 프리울리 지방의 한 작은 마을에서 방앗간을 운영하며 마
을 촌장도 맡고 있는 메노키오라는 실존 인물의 이단 재판 기록을 바탕으로 16세기 
민중문화의 뿌리를 캐낸 것이다. 메노키오는 이단으로 기소되어 두 차례에 걸쳐 종교 
재판을 받는다. 1583년 9월 28일 제1차 종교 재판 법정에서 메노키오는 정통 가톨릭
의 교리와는 아주 딴판의 이론을 펼친다.

  제가 생각하고 믿는 바에 따르면 흙, 공기, 물 그리고 불, 이 모든 것은 혼돈 그 자
체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함께 하나의 큰 덩어리를 형성하는데, 이는 마치 우유에서 치
즈가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구더기가 생겨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구더기들은 천사들입
니다. 한 지고지선한 존재는 이들이 하느님과 천사이기를 원하였고, 그 수많은 천사들 
중에는 같은 시간대에 그 큰 덩어리에서 만들어진 신도 있었지요. 그는 네 명의 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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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서 루시퍼,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과 함께 주 하느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루시퍼는 절대신인 하느님과 동등해지려고 하였습니다. 이 오만함 때문에 하느님은 그
를 추종하는 무리와 함께 하늘에서 추방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추방된 천사들을 
대신하여 아담과 이브, 그리고 많은 수의 사람들을 창조하였습니다. 이 무리들이 하느
님의 계명을 듣지 않자, 그의 아들을 보냈는데 유대인들이 그를 붙잡아 십자가에 못 박
았습니다. 전 그가 짐승처럼 목매달렸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스스로 자신을 십
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버려 두었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자녀들 중
의 한 명이라고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자녀들이고 십자
가에 못 박혀 죽은 그도 나머지 우리들과 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교
황이 그렇듯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면서도 더 숭고한 위엄을 갖추고 있으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는 성 요셉과 성모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메노키오는 우선 하느님의 천지창조설을 거부한다. 혼돈 가운데에서 치즈가 생기고, 
치즈에서 다시 구더기들이 생겨났는데, 그 구더기 중 한 마리가 나중에 하느님이 되
었다는 것이다. 그는 예수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면서 삼위일체설과 성모 마리아의 
동정을 적극 부인한다. 로마 교황청은 그에게 경고와 함께 7년간의 감옥살이를 명한
다. 그러나 출옥 후 귀향해서도 그는 계속하여 로마 가톨릭 교회는 라틴어를 모르는 
빈민들을 착취한다면서 종전대로 교회의 정통 이론들을 부인하고, 코란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책이라고 떠들고 다닌다. 1599년 6월에 열린 제2차 종교재판에서 교황 클
레멘스 8세의 명령으로 그는 67세의 나이로 화형을 당한다.
  이렇게 진즈부르그는 미시사를 통해 상징의 역사적 의미에 주목함으로써 민중문화
의 실체에 다가가는 길을 열었고, 민속, 민담, 신화, 제의, 특이한 사건 등 종전까지 
역사학에서 배제되었던 영역들을 역사 연구의 대상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역사 인식 
모형을 제안했던 것이다.

 3)프랑스: 심성사

  프랑스 아날 학파의 제3세대인 라뒤리(Emmanuel Le Roy Ladurie, 1929~  )의 
몽타이유, 중세 말 남프랑스 어느 마을 사람들의 삶(Montaillou, village occitan 
de 1294 à 1324, 1975)이 대표작이다. 마을에는 대략 250명의 주민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 몽타이유의 본당신부인 피에르 클레르그의 애정관이 특이하였다. 사제니까 
아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 그는 모든 여성을 원했다. 처녀든 유부녀든 동침하는 것
이 그에게는 죄가 아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몽타이유 마을의 여자들도 본당신부와 
관계를 맺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파브리스는 자기 딸 그라지드 리
브의 처녀성을 본당신부에게 바친다. 아니 적어도 자기 집에서 본당신부가 딸과 육체
관계를 맺는 것을 묵인했다. 더욱이 본당신부는 그녀를 딴 남자와 결혼시키고 나서도 
그녀와 육체관계를 맺었다. 남편 또한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 가끔 남편이 그녀
에게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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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제와 그 짓을 했느냐?
― 그래요.
― 그 사제라면 괜찮다! 그러나 다른 놈들은 조심해라.

  본당신부의 이단행각을 왜 고발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그녀는 ‘제가 고발했다면 본
당신부와 그의 형제들은 나를 죽이거나 아니면 학대했을 거예요’라고 대답했고, 한 술 
더 떠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본당신부와 그의 형제들의 비행을 고백하고 싶지 않았어
요. 그랬다가는 그들한테 구박받을까봐 두려웠어요’가 어머니의 답변이었는데, 이러한 
것이 당시 그 마을 사람들의 심성이었던 것이다.

 4) 독일: 일상사

  일상사(Alltagsgeschichte)는 1980년대에, 특히 독일 역사가들에게서 유행했던 미
시사의 한 형태다. 
  일상사의 대표적 연구 분야는 노동사와 나치즘이다. 노동자들의 일상에 관한 연구
를 통해서 일상사가들이 규명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노동자들이 일상의 현실
을 어떻게 경험하며, 어떤 방식으로 또는 어떤 전략으로 일상적 삶을 유지해 나갔는
가 하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뤼트케(Alf Lüdtke, 1943 – 2019)의 나치즘 연구의 사
례가 있다.
  1930년대에 루르지역의 유명한 철강기업 크룹 회사의 한 선반숙련공이 남긴 1891
년 에센 태생인 파울 마이크의 비망록은 1919년 3월부터 시작된다. A6 용지에 메모
하거나 신문기사 등을 오려서 풀로 붙여 만든 그 책의 1922년 2월 19일자에는 물가
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 3파운드의 빵(10마르크 20페니히), 1파운드의 수지(34마르크)
식으로 기름, 고기 그리고 우유와 감자 가격이 이어져 있다. 그 아래에는 ‘에센 금속
노동자들의 승리’라는 제목의 4줄짜리 신문기사 조각이 붙어 있다. 계속 넘기면 정기
적으로 날씨에 대해 세세하게 기록했음도 발견하게 된다. 또한 대형사고, 특히 탄광사
고나 철도사고에 대한 신문기사 조각들이 자주 끼워져 있다. 하지만 동시에 점차 기
록 필체가 바뀐다. 1932년 8월 후반기에 대한 내용이다.

  ‘1932년 8월 16일-비번’(좌측상단), 그 아래 ‘1932년 8월 17일-비번’, 그리고 그 아
래에 다시 ‘1932년 8월 18일-비번’, 그 다음 줄에는 ‘8월 19일부터 9월 2일까지 휴가’
라고 적혀 있다. 그리고 간격 없이 바로 좌측 하단에 ‘9월 30일 시금치 파종’이 적혀 
있다. 그리고 계속 소풍, 가톨릭 신도대회(1932년 9월 4일) 또 3행 밑에 (1932년 10월 
17일자) ‘주 40시간 노동일이 시작되었다’―이에 대해서는 세로로 ‘이것은 제국수상 파
펜, 그의 경기회복정책인가?’라는 주석이 적혀 있다. 우측에는 ‘1932년 10월 26일, 헬
레나가 발터와 결혼’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 쪽의 나머지에는 1932년 11월 6일 제국
의회 선거의 투표결과에 대한 기록이 상당부분 채워져 있다.
  그 다음 두 쪽의 경우, 우선 왼쪽 상단에 11월 8∼10일까지의 세 번의 비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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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 오른쪽에는 두껍게 칠한 ‘1933’년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1월과 2월 다섯 번의 
비번―그 옆에는 한파의 기온 … 그리고 오른쪽에는 3월 9일자로 (그쪽의 반 이상) ‘3
월 9일 민족사회주의자들이 에센의 모든 큰 유대인 가게들을 장악했다. … 무서워서 여
타 유대인들은 가게 문을 열지 않았다. 가게 장악은 단지 하루 동안만 지속되었다’고 
적혀 있다. … 
  오른쪽에는 히틀러 생일에 대한 기록과 뒤이은 두 번의 비번에 대한 기록. ‘5월 1일 
민족노동절, 노동을 존중하고 노동자들을 존경하라는 구호!’가 덧붙여져 있다. 바로 그 
아래에는 ‘5월 2일 비번’ 또 같은 쪽에 소풍과 세 번의 비번 … . 다음 쪽에는 1933년 
7월 6일에서 20일까지의 ‘나의 휴가여행’으로 시작된다. 그에 뒤이어 세 번의 비번. 그
러고 나서 세 번의 소풍. 오른쪽에는 주로 물가에 대한 기록으로 채워져 있다(1933년 
10월 9일자). 그 아래에는 1933년의 마지막 기록으로, 투표와 제국의회 선거결과, 즉 
독일민족사회주의노동자당에 대한 90% 이상의 찬성 내지 지지 결과가 적힌 신문 쪽지
와 함께 ‘1933년 11월 12일 국민투표’라는 기록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뤼트케는 1920년대 초와 1930년대 초 사이에 강조점이 변했다고 지
적한다. 1919년과 1923/24년 사이의 대부분은 생필품 가격에 대해 관심을 쏟았지만, 
1932년 여름에는 물가에 대한 세세한 보고가 거의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 이유란 무엇인가? 나치 정권이 내건 노동 정책은 ‘즐거움을 통한 힘’―휴가여행들
―과 ‘노동의 아름다움’―노동환경 개선캠페인―이었다. 이것이 독일의 노동자들에게 
먹혀들었다. 그렇다고 해서 노동자들이 군수산업 분야의 임금정책처럼 노동을 통제하
려는 나치의 시도에 대해서는 방관만 하지 않았다. 그들은 다양한 형태의 일탈 행위
를 통해 거부와 저항의 의사를 분명히 표명하기도 했다. 그리하여 뤼트케는 나치즘에 
대한 노동자들의 태도를 적극적인 동참이나 지지도, 적극적인 반대나 거부도 아닌, 
‘유보적으로 수용했다고 본다. 바로 그들의 유보적 수용이 나치즘 체제의 유지에 기여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포스트모던 역사의 4개 유형은 모던 역사의 정치사/경제사/사회사의 거대 
담론을 보충하고 보완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5. 인문학을 주체로 하여 30년 후의 미래 세계의 건설에 매진!

  지금은 제4차 산업 혁명의 시대이다. 이것은 컴퓨터 혁명으로서 인간이 만든 로봇
이 인간의 손과 발, 몸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바둑에서처럼 인공 지능이 
실제의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기까지 한다. 그 뿐만이 아니다. 2005년에서 2050년까지
의 제5 차, 제6 차 그리고 제7차 산업 혁명이 동시에 병행되고 있다. 제5 차 산업 혁
명은 유통 공급망(Supply Chain), 또는 연예/오락(Entertainment/Leisure) 분야에
서의 혁명이며, 제6 차 산업 혁명이란 농업 혁명이고, 제7 차 산업혁명은 교육을 통
한 인간의 의식혁명을 일컫는다. 그렇게 되면 인간들이 기계에 일자리를 빼앗기게 되
는데, 은행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웬만한 의사들의 역할도, 변호사들의 역할도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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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출난 인공 지능을 지닌 로봇에게 뺏길 날도 머지않았다. 앞으로 인간의 손, 발, 
맨몸으로 하는 일들은 기계가 다 맡아 할 세상이 온다고 믿으면 된다. 그러면 인간은 
모두 일자리들을 잃고 방황하다가 이 지구상에서 영영 사라질 것인가? 물론, 아니다. 
혁명으로 인한 산업 분야의 다양화로 오히려 새로운 직업들의 창출로 인간은 더 행복
해진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구상에서 아직 육지는 개발할 여지가 너무 많다. 바다는 어떤가? 바다는 
육지보다 훨씬 더 넓다. 수중 도시와 농촌으로 구성된 세계국가의 건설도 이제 꿈만
은 아니다. 그 다음 단계는? 무한한 우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결론으로, 제4/5/6/7 차 산업혁명이 완성되는 2050년대에는 인간의 의식주 문제는 
어떤 형태로이든 간에 다소 해결되리라고 본다. 아울러 인간의 의식혁명의 총화로서 
더 나은 인간의 복지와 행복을 위한 노력이 경주될 것인데, 바로 여기에 인문학과 그 
중에서도 특히 인문학의 진주라 할 역사의 역할이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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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주제: 공부의 왕도는 독해력이다

강위생  (의과대학 의학과 명예교수)

  학생이라면 누구나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학생은 공부가 힘
들고 재미없다는 느낌이 든다. 그런 학생들은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아도 공부를 잘할 
방법은 없을까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학생들은 나의 소속과 강의 연제에 미루어 내 공부 방법을 자랑하려 할 것이라고 
짐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은 학창 시절 내 공부 방법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기에 그 깨달
은 바를 전달하고 싶어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다. 학창 시절 내 공부 방법을 뒤돌아
보면 아래와 같다.
  학창 시절에 나는 교과서를 주의 깊게 읽은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초등학생 고학년 
시기에는 아버지께서 낱말을 외우라는 숙제를 내주셔서 전과에 있는 국어 낱말을 외
웠다. 영어를 배우는 중고등 학생 시기와 제2외국어(독일어)를 배우는 고등학생 시기
에 교과서 문장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무턱대고 단어를 외웠다. 공부는 그렇게 
하는 줄 알았다. 대학과 대학원생이었을 때는 전공인 물리학을 공부하면서 교과서 본
문을 읽기보다는 수식을 풀거나 증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공부했다. 순수 물리학에서 
꽤 떨어진 응용 물리 분야(병원에서 의학물리 업무)에서 일하면서 3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 뒤돌아보니 물리학에 관해 배운 것이 별로 없는 듯 느끼게 되었다.
  내가 퇴직할 무렵 물리학에 관한 미련이 꽤 남아 있어서 대학원 전공 서적을 다시 
읽어 보고 싶었다. 급하지 않은 상황이 아니어서 물리적 의미를 생각하며 전공 서적
을 편한 마음으로 주의 깊게 읽을 수 있었다. 그렇게 물리학 서적을 읽으니 물리 현
상에 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물리학에 차용되고 있는 수식의 출발점이 시작
된 까닭도 알 수 있었다. 비록 늦기는 해도 그때서야 학창 시절 내 공부 방법이 잘 
못 되었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고 그 잘못된 주원인이 교과서에 있는 문장을 읽지 
않은 탓이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사실은 무엇이든 외우기만 해도 공부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교과서 읽기를 싫어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내가 왜 교과서 읽기를 싫어했을까 자문해 본다. 독해력 부족이었다는 것 
말고는 뚜렷한 이유가 없었던 것 같다. 교과서에 실려 있는 글들은 내용도 그다지 재
미가 없었던 것 같다. 그리고 교과서, 방학 책 외에는 읽어 본 책이 거의 없었다. 만
화도 볼 일이 거의 없었다. 우리 집에 내가 볼 수 있는 책이라고는 내 교과서와 참고
서(전과와 수련장)가 전부였다.
  ‘공부의 왕도는 독해력’이라는 주제로 강의하지만 사실 학생들의 관심사는 공부를 
잘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기에 내 나름대로 생각하는 방법 몇 가지를 더 추가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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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전달

  사람은 말이나 몸짓, 문자, 그림, 표로 정보를 전달한다. 문자 이외에 정보를 기록
할 수 있는 수단이 출현하기 전에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주로 말로 정보를 전달
하고 몸짓으로 정보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문자는 멀리 있는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
거나 정보를 기록하고 후대에 전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최선이었다. 책을 제외하고 
정보를 기록하고 전달할 수 있는 수단, 곧 녹음이나 영상이나 컴퓨터나 인터넷이 널
리 활용되고 있는 오늘날에도 말과 문자는 정보 전달을 위한 중요한 수단임이 틀림없
다. 영상이나 컴퓨터, 인터넷이 그림으로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정보는 소
리(말)나 문자로 전달된다. 소리는 말하는 사람의 감정이 묻어있기 때문에 정보를 전
달하는데 문자보다 더 효과적일 수는 있지만 듣는 사람이 즉시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주의를 기울여 듣지 않으면 정보를 놓칠 수도 있다. 반면에 문자로 기록된 정보
는 두고두고 찾아볼 수 있어서 반복하여 읽으면 그 정보를 모두 이해할 수 있을 것이
고 자신의 지식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책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도록 노력
하는 것이 좋은 공부 방법이 될 것이다.
  학생들에게 ‘東問西答’을 보여주고 얼마나 많은 학생이 한자를 읽을 수 있는지 또 
뜻을 아는지 알아본다. 동문서답하는 사람은 1. 귀가 어두운 사람이거나 2. 말귀를 알
아듣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3. 의도적으로 엉뚱하게 답하는 사람일 것이다. 학생들도 
친구들과 대화할 때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 친구가 엉뚱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본 적 
있었을 것이고 자신도 그런 적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말귀를 알아듣지 못할까?

  1. 뜻을 모르는 단어나 정의를 모르는 학술 용어가 포함된 말. 
  2. 문맥의 의미를 모르는 경우. 
  3.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4. 비유하여 말할 때 
    ㄱ. 비유 대상을 모르는 경우. 
    ㄴ. 비유 대상의 의미를 모르는 경우. 
    ㄷ. 비유하여 말하는 까닭을 모르는 경우. 

  책을 통한 공부도 책에 기록된 문장이나 그림, 도표에서 글쓴이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해 두는 것이다. 책에서 글귀를 알아채지 못하는 이유도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와 같다.

독해력

  ○○독해력이란 제목이 붙은 초중고 학생을 위한 여러 종류의 참고서적이 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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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있을 정도로 공부에 있어서 독해력은 중요하다.
  독해력(讀解力)이란 글을 읽어서 글쓴이가 그 글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이
해할 수 있는 능력이다. 대화할 때 상대방이 하는 말이나 방송을 시청할 때 출연자의 
말이나 연극과 영화의 배우가 하는 말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독해력
에 포함될 것이다.
  공부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은 교과서나 참고서에 실린 글을 읽어야 할 것이다. 
  글은 한 개 이상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뜻을 이해하기 쉬운 문장도 있고 어려
운 문장도 있다. 어떤 문장이 어려운 문장일까?
  무엇보다도 모르는 단어나 학술 용어가 포함된 문장이 어려운 문장일 것이다. 함흥
차사(咸興差使)나 흥청망청(興淸亡淸)과 같은 고사성어는 포함된 글자의 의미를 알아
도 그 의미를 알 수 없고 유래를 알아야 의미를 알 수 있다. 한글 표기가 같은 학술 
용어 ‘소수(小數, decimal fraction)’와 ‘소수(素數, prime number)’는 한자를 알아
야 의미를 구분할 수 있다. 우리말을 이루는 낱말 중 한자로 된 낱말이 57%를 차지
하는 것(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으로 알려져 있다. 한자는 뜻글자여서 한자를 알
면 한자어의 뜻을 이해하기 쉽다. 그래서 한자를 아는 것이 국어 단어를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학술 용어 대부분은 일본 학자들이 한
자어로 만든 것을 그대로 도입하여 한국식 발음으로 표기한 것이다. 따라서 학술 용
어의 의미를 이해하는데도 한자를 알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긴 문장도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일 것이다. 문장에서 주어를 찾기가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네가 그 사람이 내가 한 일에 대해 좋지 않게 평가했다고 그 
사람을 비난하며 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다’와 같이 술어 속에 주어와 술어가 복합적
으로 포함된 문장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문장이 설명하는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는 문장도 어려운 문장일 것이다. 문
장이, 특히 어려운 문장이 포함하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공부의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한 문장으로만 구성된 글도 있지만, 글은 대부분 많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긴 
글은 대체로 많은 문단을 포함하고 있다. 글을 잘 쓰는 사람은 하나의 주제에 관한 
서술은 한 문단에 포함되게 서술한다. 각 문단이, 또 글 전체가 서술하고 있는 주제
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독해력이 중요하다.
  독해력이 약한 상태에서 문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요점을 몰라도 외우려고 하면 외
울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요점을 오래 기억하지는 못할 것이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독해력을 키워야 한다. 어떻게 하면 독해력을 키울 수 있을까? 
독해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비록 뒤늦게 깨달은 나지만 내 나름의 방법을 서술해 보
려고 한다.

독해력 키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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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의 재능이 서로 다르듯이 언어 능력도 사람에 따라 다르고 독해력도 사람마다 
다르다. 독해력이 약하다고 절망하지 않아도 된다. 열심히 노력하면 독해력이 약한 사
람도 독해력을 키울 수 있다고 본다.

 1. 사전이나 참고문헌 이용
  상급 학년으로 진급함에 따라 공부도 점점 어려워진다. 왜일까? 모든 교과목에 모
르는 단어나 학술 용어가 점점 많이 등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단어나 학술 
용어를 모르는 단어나 학술 용어로 설명한다. 교과서에 나타난 단어나 학술 용어의 
의미를 알아야 문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모르는 단어나 학술 용어의 의미를 알
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새로운 단어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선생님께 질문하거나 사전을 이용해야 한다. 학
술 용어는 교과서에 정의되어 있다. 교과서에 서술된 정의를 이해하기 어려우면 선생
님의 설명을 듣거나 참고서나 백과사전과 같은 참고문헌을 참조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인터넷이 정보의 바다라고 격찬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여러분은 인터넷
에서 학술 용어의 정의를 알고 싶은 유혹에 이끌릴 수 있으리라고 짐작한다. 나는 인
터넷에서 정보 찾기를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지 않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어설프게 
아는 사람조차 인터넷에 정보를 올리고 있다.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가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이 충분히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전을 참고해야 하지만 사전에 실린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번역한 문헌에
서 ‘벼농사’ 대신 ‘쌀농사’, ‘우렁이’ 대신 ‘달팽이’로 표기한 것을 보았고, 문어 사진
의 설명에 낙지라고 설명한 것을 보았다. 왜 이렇게 잘 못 번역했을까? 우리말에는 
‘쌀농사’라는 낱말이 없는데도 그렇게 표현한 까닭은 우선 우리말에 대한 역자의 지식 
부족이 하나고 영한사전에 ‘rice’에 대응하는 낱말에 ‘벼’가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rice agriculture’를 ‘쌀농사’라 표현했을 것이다. 영어 단어 ‘snail’은 달팽이나 우렁
이, 다슬기처럼 나선형 껍질을 가진 동물을 가리키는데도 영한사전에는 그에 대응하
는 우리말 낱말을 하나같이 ‘달팽이’라고 기재해 두었다. 달팽이는 허파를 가진 동물
이어서 물속에서는 살 수 없고, 우렁이와 다슬기는 아가미를 가진 동물이어서 물속에
서만 사는 동물이다. 문어를 두고 낙지라고 쓴 사람은 동물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
이었을 것이지만 어떤 영한사전에는 ‘octopus’를 ‘문어’라 하고, 다른 사전에는 ‘낙
지’라고 되어 있다. 정확히 하자면 ‘octopus’는 다리 8개를 가진 동물을 일컬으며 문
어와 낙지 외에도 주꾸미와 꼴뚜기도 포함한다. 사진을 보고도 문어와 낙지를 구분하
지 못하는 사람은 어느 사전을 참고하는가에 따라 정확히 번역할 수도 있고 잘못 번
역할 수도 있다. 이처럼 잘못된 외국어 사전이 우리말을 흩뜨리고 있다.

 2. 여러 번 읽기
  모르는 단어나 학술 용어가 드문 글을 읽을 때는 정독하는 것이 좋다. 곧 하나하나 
이해해 가면서 꼼꼼하게 읽는 것이 학습에 도움이 된다. 모르는 단어나 학술 용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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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이나 참고문헌을 참조한다. 
  모르는 단어나 학술 용어를 많이 포함한 글을 하나하나 이해해 가면서 읽으면 좀처
럼 진도가 나가지도 않고, 좀 지나면 이해했든 부분마저 잊어버리기 마련이다. 글의 
정확한 의미는 모를지라도 의미를 생각하면서 글을 여러 번 읽으면 비록 단어의 의미
나 학술 용어의 정의를 모를지라도 단어나 학술 용어를 기억하게 된다. 단어나 학술 
용어를 기억한 뒤에는, 단어나 용어가 생소한 경우에 비해 단어나 용어의 의미나 정
의를 더 쉽게 이해하게 된다. 같은 말을 여러 번 듣다 보면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우리나라 예전 서당에서 학동들이 공부하는 방법은 여러 번 읽은 뒤에 암송하는 것
이다. 곧 책을 보지 않고 소리 내어 외우는 것이다. 인도 사람들이 공부하는 방법은 
20번 이상 종이에 쓴다는 것이다. 공부하는 내용을 암송하든 종이에 쓰든 의미를 생
각하면서 해야 공부하는 효과가 있지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리 여러 번 배운 것을 암
송하고 종이에 써도 머리에 남는 것이 없을 것이다.
  내가 초등학교 2학생이었을 때 아버지에게서 동몽선습(童蒙先習)이란 책으로 한문
을 조금 배웠다.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신 일정 부분을 50번 읽으라는 숙제를 내주셨고 
읽은 횟수를 셀 수 있는 도구도 만들어주셨다. 매번 숙제를 거의 다 했으나 세월이 
지난 뒤 돌이켜 생각해보니 배운 것이 무엇인지 거의 기억이 나지 않았다. 내가 그날
그날 배운 부분의 의미를 알고 읽었는지 생각해보니 그렇지 못했던 것 같다. 곧 생각 
없이 배운 부분을 읽기만 했다는 것이다.

 3. 문장 분석
  문장이 길어도 문장의 핵심은 주어와 술어이다. 주어와 술어로 구성되지 않은 감탄
문이 있기는 하다. 우리말에는 주어가 생략된 문장이 많기는 하지만 듣는 사람이나 
글을 읽는 사람이 주어를 쉽게 짐작하니 주어가 생략된 문장은 예외로 하자. 
  문장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주어와 서술어로 구성된다. 주어나 서술어를 수식하는 
구절이 없으면 문장이 짧을 것이고, 수식하는 구절이 많을수록 또 길수록 문장은 길
어질 것이다. 주어와 술어를 수식하는 구절은 주어나 술어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글을 쓰는 사람이 삽입하는 문구다. 주어와 술어가 각각 둘 이상인 복문도 있다. 글
이 포함하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학생은 문장에서 수식하는 구절을 추려
내어 문장의 핵심인 주어와 술어를 찾으려고 힘써야 한다. ‘나는 네가 그 사람이 내
가 한 일에 대해 좋지 않게 평가했다고 그 사람을 비난하며 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
다’와 같이 술어 속에 주어와 술어가 복합적으로 포함된 문장도 분석할 수 있어야 한
다.

 4. 문단 분석
  문장이 길면 문장 하나로 주제를 충분히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장 하나로 주
제를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주어와 술어의 등장을 피할 수 없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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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또 주어와 술어를 수식하는 구절이 따르게 되므로 문장이 매우 길어질 수밖에 없
을 것이다. 긴 문장은 깔끔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므로 독자가 긴 문장에서 주제를 파
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간결한 여러 개 문장이 주제를 설명하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독자도 짧은 문장
을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글 쓰는 이는 하나의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 여
러 문장을 모아 한 문단을 만든다. 독해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학생은 문단의 핵심 주
제를 파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5. 단원의 주제 파악 
  여러 문단으로 이루어진 글에서 각 문단은 단원의 큰 주제와 관련된 작은 주제를 
다룬다. 학생은 단원의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6. 규칙성, 일관성 파악
  문단을 임의로 나열하기보다 문단의 주제가 어떤 규칙을 따라 나열되어 있어야 읽
는 사람이 단원의 주제를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체 각 기관의 기능에 
관한 글을 쓴다면 머리에 있는 기관에서부터 발의 순서 또는 외부 기관부터 내부 기
관의 순서로 문단을 배열하는 규칙성이 있는 글이 눈, 다리, 심장처럼 아래와 위, 안
과 밖과 같은 방식으로 배열한 글보다 독자가 이해하기 편할 것이다. 곧 ‘큰 것에서
부터 작은 것’ 또는 ‘외부에서부터 내부’처럼 주제를 다루는 부분들을 어떤 특정 순서
로 나열해야 한다는 의미다. 
  각 문단이 설명하는 주제의 깊이가 가능한 한 비슷한 수준이어야 할 것이다. 어떤 
주제는 초등학생이 읽어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썼지만 다른 주제는 대학생이
어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어렵게 다루었다면 잘 쓴 글이라 할 수 있을까? 학생
들도 글을 읽으면서 글에 이런 규칙성 또는 일관성이 있는지 파악해야 독해력이 늘어
날 것이다.

 7. 그림 및 도표에서 정보 읽기
  많은 교재, 특히 과학이나 사회 교재에는 그림과 도표가 많이 제시되어 있다. 문장
으로 모두 설명하지 않고 무슨 까닭에 그림이나 도표를 교재에 끼워 넣을까? 교재의 
부피를 늘리려고? 
  초등학생이 덧셈과 뺄셈을 배울 때 단순히 수식만 보고 계산하는 것보다 그림을 참
조하면 더 빠르게 또 쉽게 계산한다. 이처럼 본문에 곁들여 그림을 제시하면 학생이 
본문을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때로는 그림 없이 기술하기만 하면 설명이 
길어질 수도 있다. 좋은 예로 ‘글’이나 ‘excel’, ‘power point’ 따위와 같은 무른모
의 교재는 컴퓨터 화면에 표시되는 그대로를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따라 하도록 안내
한다.
  문장만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문장이 길어질 우려도 있고 도표에 제시할 내용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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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설명하는 일은 번거롭기도 하다. 법이나 교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 문장으로 설
명하는 것보다 기존 조문과 개정된 조문을 일대일 비교하고 개정하는 까닭을 보여주
면 보는 사람이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나 실험을 하려고 할 때 목적
과 기자재, 환경, 절차, 자료정리 방법을 문장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표로 만들어 참조
하면 훨씬 이해하기 쉽다. 
독자가 교재 내용을 빠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줄 목적에서 저자는 본문에 추가하여 
그림과 표를 교재에 제시한다. 학생들은 그림과 표에 포함된 정보를 파악하려고 애써
야 한다.

 8. 자신만의 그림 만들기
  만화를 즐겨 읽는 사람들이 느끼는 만화의 매력은 짧은 시간에 한 권을 다 읽을 수 
있고 그림으로 채워져 있어서 굳이 자신이 그림이나 상황을 그리려고 어렵게 상상할 
필요가 없다는 점일 것이다.
  대체로 사람들은 전쟁과 연애에 관한 책을 좋아한다. 자신도 그 속의 일부가 되어 
주인공을 응원하고 싶어서 일 것이다. 또한, 책을 읽을 때 책에 서술된 내용이 묘사
하는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지면 그런 책을 재미있어한다. 하지만, 상황이 그려지지 않
으면 재미도 없고 지겹게 느껴진다. 그림이 있는 교재도 많지만 그림이 없는 교재도 
많다. 그림이 있는 글이면 그림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글
을 읽고 자신만의 그림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한다.
  대체로 사람들은 원자와 같이 보이지 않는 극미 세계와 은하계와 같이 너무 멀어서 
어느 별이 다른 별에 비해 가까운지 먼지 또 어느 별이 다른 별에 비해 큰지 감이 잡
히지 않는 거대 세계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원자를 교실 크기 정도로 키워 
놓고 생각하면 원자 속에서 벌어지는 일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은하계
는 줄여 교실 만하게 만들고 우주를 이해하려고 하면 좀 더 쉬울 것이다. 

 9. 글쓰기
  글을 배운 사람이면 이런저런 일로 글을 써야 할 때가 생긴다. 공부하는 학생일지
라도 다른 사람이 써 놓은 글을 읽기만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학생도 글을 쓸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도 친구 간의 대화도 문자로 옮기면 글이다. 논어(論語)
도 성인인 공자와 제자 또는 왕과의 대화, 공자의 제자들 간의 대화를 모아놓은 책이
다. 학생들이 친구에게 보내는 문자 메시지가 짧을지라도 글이다. 
  글을 쓸 때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된다. 문장이 제대로 된 것인지 곧 주어와 서
술어의 맥락이 매끄럽게 연결된 것인지 살피게 된다. 문맥에 어울리는 적절한 단어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띄어쓰기나 철자, 문장부호가 올바른지 고려하게 된다. 읽는 사람
이 어떤 느낌을 느끼면서 글을 읽게 될 것인지도 생각하게 된다. 
글쓰기를 하면 얻어지는 것은 무엇일까? 글의 짜임새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문장부
호의 쓰임새에 대해 알게 된다. 글쓰기를 하면 다른 사람의 글을 분석하는 방법을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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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하게 되고 독해력도 자연히 향상될 것이다. 
  글쓰기에는 여러 종류가 있겠으나 학생들도 쉽게 쓸 수 있다고 내 나름대로 여기는 
것들을 아래에 제시해 본다. 

  가. 일기
  학생들이 가장 많이 요구받는 글쓰기는 일기일 것이다. 하지만 많은 학생은 일기에 
어떤 것을 써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는다. 일반적으로 날씨와 그날 했던 일을 쓴
다. 더는 쓸 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자신이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계획한 
것을 일기에 기록해야 할 것이고, 다른 사람과 대화한 내용이나 다른 사람에게서 들
은 이야기 중 기억해 두어야 할 만한 것이나 읽은 책에서 본 것으로서 기억해 둘 만
한 것도 일기장에 써 두면 좋을 것이다. 그런 것들이 뒷날에 추억도 될 수 있고 참고
도 될 수 있을 것이다. 

  나. 편지 
  편지는 일반적으로 소식을 전하거나 안부를 묻거나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직접 
말할 수 없는 경우에 하고 싶은 말을 문자로 전달하는 글이다. 편지를 쓸 때는 받는 
사람이 편지를 읽어 보고 어떤 느낌이 들까 하고 생각하게 된다. 자신이 기대하는 바
대로 편지 받는 사람이 느끼기를 바라면서 문장을 다듬게 된다.
  편지에는 소식을 전하는 편지, 안부를 묻는 편지, 공동 관심사에 대한 상대방의 의
견을 묻는 편지, 상대방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기록한 편지, 의문점에 관해 질문하거
나 그에 관련하여 답하는 편지, 사랑을 고백하는 편지, 항의하는 편지 등 다양한 갈
래의 편지가 있을 수 있다.
  편지의 처음과 끝에는 보통 인사말을 쓰게 된다. 
  한 집에서 매일 만나는 부부조차 자기 생각을 말로 직접 나타내기보다 편지에 기록
하여 전할 수 있다. 부부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져 다툴 우려가 있을 때 절제된 언어
로 생각을 표현한 편지를 보내면 상대에게 감정 섞인 말로 의견을 표현하는 것보다 
갈등을 줄일 수 있고 때로는 감동을 줄 수도 있다. 
  학생들도 보내지 않을지라도 받을 사람을 설정해 두고 편지를 써 보기 바란다. 받
을 사람이 부모님이어도 선생님이어도 친구여도 아니면 가상의 인물이어도 좋다.

  다. 기사
  우리는 일간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문에서 사건 및 사고에 관한 기사를 접한다. 
학생들도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라고 배웠을 것이다. 기사가 짧다고 해서 나쁠 것도 없고 길다고 좋을 것도 없다. 
여러분도 스스로 기자라고 생각하고 학교나 학급, 자신의 집, 아니면 학교에 오고 가
면서 본 것에 관한 기사를 써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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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수필
  사람은 누구나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보고 듣고 느끼며 살고 있고 그것에 대해 자
신만의 생각을 갖는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생각을 그냥 흘려보낸다. 일정
한 형식을 따르지 않고 그와 같은 느낌이나 체험을 생각나는 대로 쓴 산문 형식의 글
이 수필이다. 편한 마음으로 쉽게 쓸 수 있는 글이 수필이다. 수필을 쓰는 사람이 자
신의 의견을 수필에 넣어도 되고 수필의 길이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수
필을 쓸만한 소재는 무궁무진하므로 학생들도 수필을 써 보기 바란다.

  마. 기행문
  이동하기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을 벗어나 여행하는 기
회를 가진다. 먼 곳이나 외국에 가는 일을 여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까운 곳
이라도 자주 가보지 않는 곳에 가는 일도 여행일 것이다. 예를 들면 서울에 사는 학
생이 경복궁이나 창덕궁, 창경궁, 남산에 다녀오는 일도 여행일 것이고 농촌에 사는 
사람이 마을 앞산이나 뒷산에 다녀오는 일도 여행일 것이다. 물론 외국에 여행을 가
면 국내에서 볼 수 없는 경관과 우리와 다른 생활 모습을 볼 수 있다.
  여행 중에 보고 듣고 느끼고 겪은 바를 적은 글이 기행문이다. 우리말에 ‘아는 것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다. 여행 목적지의 문화와 역사, 지리에 관해 출발하기 전에 
미리 알아보고 가면 더욱 주의를 기울여 주의 깊게 더 많은 것을 관찰하게 될 것이
다. 이것 자체도 공부 일부가 될 것이다.
  일기 형식이나 편지 형식, 수필 형식, 보고 형식 등으로 기행문을 쓸 수 있다.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기행문을 쓰겠다고 마음만 있다면 소재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
까 학생들도 기행문을 써 보기 바란다.

  바. 독후감 
  독후감이란 책이나 글 따위를 읽고 난 뒤의 느낌, 또는 그런 느낌을 적은 글을 일
컫는다. 생각 없이 책이나 글을 대충대충 읽으면 별다른 느낌이 들기 어려울 것이다. 
독후감을 쓰든 쓰지 않든 책을 읽을 때 내용을 음미하면서 읽어야 글쓴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책을 읽으면서 기억해 둘 만한 중요한 문장이
나 내용을 따로 기록해 두면 독후감을 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
의 지침이 될 수도 있고, 수필을 쓸 때 인용할 수도 있고, 공부에 도움이 될 수도 있
을 것이다.
  한 탈북 여성이 TV 방송에서 자신이 고등학교(북한에서는 중학교 상급 학년)에 다
닐 때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반납할 때 독후감도 반드시 제출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반납할 때 독후감을 제출하도록 하면 학생들이 독후감을 쓰게 
될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이런 강제 사항은 아닐지라도 학생들에게 독후감 쓰기를 
권장하고 싶다.



- 106 -

  사. 감상문
  예술 작품을 보고 느낀 바를 쓴 글이 감상문이다. 
  연극이나 영화, 무용을 보러 극장에 가거나 음악을 감상하러 음악회나 음악 감상실
에 가거나 미술 작품을 감상하러 화랑에 가는 학생이 있을 것이다. 요즈음엔 인터넷
을 통해 집에서도 위에 열거한 예술을 감상할 수 있다. 예술 작품을 어디에서 보거나 
감상해도 마음만 있다면 감상문을 쓸 수 있을 것이다. 감상문을 쓰다 보면 예술 작품
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예술 작품을 통해 작가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도 
탐지해 낼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도 어디에서 보건 감상하건 예술 작품을 보거나 감상하면 감상문을 써 보기 
바란다.

  아. 기안서 
  기안서란 사업이나 활동 계획의 초안(草案)을 기록한 문서다. 초안은 애벌로 만든 
안을 말하며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안이 아니다. 어떤 기관이든 단체든 개인이든 사업
을 시작하거나 행사를 개최하거나 활동을 개시하려고 하면 누군가가 계획의 초안을 
마련한다. 예를 들면 학교 행사나 부모님의 생신 축하 행사 등에 관한 기안서를 학생
들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자. 시
  문학의 한 갈래이며 자연이나 인생에 대하여 일어나는 감흥과 사상 따위를 함축적
이고 운율적인 언어로 표현한 글이다. 형식에 따라 정형시ㆍ자유시ㆍ산문시로 나누며, 
내용에 따라 서정시ㆍ서사시ㆍ극시로 나눈다. 정형시의 대표적인 예는 시조이다. 시는 
한두 줄로 짧을 수도 있고 엄청나게 길 수도 있다.
학생 여러분도 시를 지을 수 있으니 시를 지어볼 것을 권한다.

기타 공부 방법

 1. 예습과 복습
  나도 중·고등학교 시절 여러 선생님에게서 예습과 복습을 잘하라는 말씀을 들었다. 
설명이 없어도 복습에 관해서는 직관적으로 알겠는데 예습은 어느 정도 해야 하는지 
몰랐다. 고3 때 내가 특히 잘못하는 국어와 영어에서 모르는 것을 스스로 알기 어려
워 단순히 아는 것이 무엇이고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만 알고 수업에 임했다. 그랬더
니 내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 선생님이 잘못 설명한 부분을 알게 되고 모르는 부분에 
더 귀 기울이게 되어 성적이 향상되었다.  

 2. 공부한 내용 요약
  공부하는 동안 배운 내용을 이해했을지라도 머릿속에 기억해 두지 않으면 모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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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공부한 것을 기억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공부한 내용의 
핵심을 요약해 보는 것이다. 요약한 것을 교재나 공책에 기록된 것과 비교해 보면 익
히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3. 토론, 문제 풀기
  공부한 내용에 대해 친구들과 토론하거나 문제를 풀면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 것을 
알 수도 있고 친구들에게 알려줄 수도 있어서 서로 도움이 된다. 나만 알고 있을 것
이라고 여기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면 나만 손해 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나만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다. 토론하거나 함께 문제를 풀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토론 참여자 모두의 성적이 향상될 수 있다. 나는 학생들에게 친구들과 토
론하고 함께 문제를 풀 것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다.

 4. 현실에서 연관성 찾기
  학생들은 대체로 과학과 일반사회를 공부하면서 현실과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보통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느끼면서 관심을 두지 않는 자연 현상에 대
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하고 의문을 가지고 조사하여 규칙성을 찾는 사람이 과학
자이며 규칙성을 찾아 논리적으로 정리한 것이 과학이다. 일반사회 과목은 우리나라
의 정치와 경제에 관한 것들을 다룬다. 이처럼 과학과 일반사회는 현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학생들은 배운 것과 주위에서 보고 경험하는 것 사이의 연관성을 확
인해 보기 바란다. 
  여러분들도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을 것이다. 휴대전화와 컴퓨터가 어떻
게 작동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휴대전화와 컴퓨터는 신호를 송수신하고 신호
를 처리하고 사용자가 요청한 결과를 화면에 표시한다. 휴대전화와 컴퓨터는 물리학
과 화학과 기술의 집약체다. 
  현대 과학이 진리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 있지만 새로운 이론과 증거가 발견되면 현
재까지 알려진 진리조차 뒤바뀔 수 있다. 곧 오늘의 정답이 내일엔 오답이 될 수 있
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교과서에 나온 것만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

 5. 용어의 정의
  현대는 과학과 기술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 비슷한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조차 따라잡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빠르
게 발전하고 있다. 거기에 따라 새로운 학술 용어도 엄청나게 쏟아져나온다. 학술 용
어를 만들지 않으면 길게 풀어서 설명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학자들이 새로운 학
술 용어를 만들고 정의한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학술 용어의 정의를 익
혀야 한다.
  우리나라에 도입된 학문 대부분이 20세기, 특히 일본강점기 때에 도입된 까닭에 일
본 학자들이 한자어로 만든 학술 용어를 우리 발음대로 표기하여 사용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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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에서 하나의 학술 용어가 일본인이 만든 대로 국내에서는 두 가지 용어로 쓰이는 
예도 있고, 일본인이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급조한 듯한 용어도 그대로 사용
되고 있다.
  우리말에서는 같지만, 의미가 다른 용어 중 몇 가지 예를 들면, 소수(小數, 
decimal fraction)와 소수(素數, prime number), 우주선(宇宙線, cosmic ray)과 우
주선(宇宙船, space ship), 양자(陽子, proton)와 양자(量子, quantum)가 있다. 혼란
을 없애려고 한국물리학회가 양자(陽子)를 양성자로 바꾸었다. 많은 학생이 혼란스럽
다고 느끼는 용어 중 몇 가지 예를 들면, 부정(不定)과 불능(不能), 원소(元素, 
element)와 원자(原子, atom), 속력(速力, speed)과 속도(速度, velocity)가 있다.
현재는 외국 학술 용어에 대해 내국인이 만든 용어도 있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일본
에서 도입한 용어도 있다. GMO는 농수산부를 비롯하여 GMO와 관련 있는 정부 부처
와 학자들이 각자 우리말 용어를 만들어 쓰면서 하나의 용어로 합의하지 못해 우리말
로 대화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6. 공리, 정리, 규칙 및 법칙의 이해
  수학에는 많은 공리와 정리, 규칙이 등장한다. 공리(公理)란 자명한 진리(眞理)로 인
정되어 다른 명제(命題)의 전제가 되는 원리를 말하며, 정리(定理)는 이미 진리라고 
증명된 일반적인 명제다. 많은 계산 규칙이 있다. 분수의 덧셈과 뺄셈은 분모의 최소
공배수로 통분하고 분자를 더하거나 뺀다는 규칙이 있듯이 다양한 계산 규칙이 있다. 
공리를 이해하여 기억해야 하고 정리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수학에서 여러분이 접하게 되는 법칙에는 결합법칙과 분배법칙, 교환법칙이 있다. 
수와 행렬, 벡터 계산에서 각각의 결합법칙과 분배법칙, 교환법칙을 알아야 한다.
물리학에는 뉴턴의 운동 법칙과 만유인력 법칙이나 케플러의 행성 운동 법칙 등 다양
한 법칙이 등장한다. 
  학생들은 수학이나 과학에 등장하는 법칙을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7. 단위: 정의, 관계
  물리를 비롯한 과학에는 다양한 물리량이 등장한다. 물리량은 수와 단위로 표시된
다. 수가 같아도 단위가 다르면 다른 크기의 물리량이다. 흔히 접하는 물리량 단위로
는 m와 kg, sec(초), °C가 있으며 그 밖에도 많은 단위가 있다. 길이를 나타내는 단
위로는 m 외에도 nm(나노미터), μm(마이크로미터), cm, km가 쓰이고 있다. 이 길이 
단위의 관계는 109 nm = 106 μm = 10 cm = 1 m = 10-3 km이다. 기본단위로 표
시한 힘의 단위는 kg·m/sec2인데 1 kg·m/sec2를 1 N(뉴턴)이라고도 한다. 기압(또
는 압력)의 단위로는 기압과 Pa(파스칼), bar, mmHg, N/m2, kg·m/sec2/m2가 있
는데 한 예를 들면 1기압 = 760 mmHg다. 길이의 단위와 십진수 관계가 있는 단위
가 있는가 하면 힘의 단위처럼 기본단위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단어와 고유 명칭 단위
가 통용되는 것도 있고, 기압처럼 관계가 복잡한 관계가 있는 여러 가지 단위가 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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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물리량도 있다. 
  학생들은 흔히 사용되는 물리량 단위는 말할 것도 없고 단위 사이의 관계가 단순한
가 또는 복잡한가에 불문하고 단위 간의 관계를 알아야 한다. 

 8. 고유 명사
  역사에는 역사적 사건과 인명 등, 지리에는 지명 등과 같은 고유 명사가 많다. 이
런 고유 명사만 기억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역사적 사건은 그것이 발생한 원인이 
있을 것이고 사건과 연관된 인물이 있을 것이고 사후에 미친 영향이 있을 것이다. 역
사적 사건은 그 명칭과 함께 발생 시기, 원인, 경과, 결과, 미친 영향, 관련 인물을 
함께 묶어서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인명은 그 사람의 치적이나 업적, 저작 등과 함께 
후대에 끼친 영향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지명은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와 환경 등과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이다.

 9. 외국어 공부
  나는 영어와 독일어를 배울 때 단어를 열심히 외었다. 단어를 외우기만 하면 외국
어 공부가 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지금도 영어 작문을 하려고 하면 퍼즐 게임 하는 
것처럼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를 끼워 맞추는 식이다. 문장은 되었을지라도 어색
한 문장이었던 것 같다. 외국인이 ‘아버지가 진지 먹는다.’처럼 어색한 문장이 되기 
일쑤였다. 
  어린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낱말 뜻이나 문법을 생각하며 말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대화하면서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서 말을 배우는 것이라고 본다. 어린아이가 말을 배
우는 것처럼 가능한 한 단어와 함께 문장을 통째로 외우는 것이 외국어를 배우는 좋
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한문을 배우던 사람들도 새롭게 나타난 문자를 문장과 함께 
통째로 익혔으며 그러다 보면 어느 시기에 문리(文理)를 깨우치게 된다고 한다. 외울 
문장으로는 교과서에 있는 문장도, 사전에 있는 문장도 좋을 것이다. 

 10. 암기
  여기까지 나는 주로 배운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내용을 이해
했다고 해서 이해한 내용이 자신의 지식이 된 것은 아니다. 자신의 지식을 늘리려면 
외워야 한다. 자신의 머리에 저장된 지식만이 자신의 진정한 지식인 것이다. 학생들은 
배운 것을 이해한 뒤에 외우려고 노력해야 한다.

맺는말

  배운 것을 이해한 다음에 외워야 진정한 자신의 지식이 될 것이므로 배웠다고 해서 
무조건 외우려고 애쓰기보다 먼저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바란다. 그러려면 생
각하면서 여러 번 읽어야 하고 글쓰기도 해 보아야 한다. 친구들과 토론하고 함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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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풀기 바란다. 외국어는 단어와 함께 문장을 외우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하버드대학교 도서관에 있는 30개 명문 중 다섯 개를 아래에 제시한다.

  1.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2. 공부할 때의 고통은 잠깐이지만 못 배운 고통은 평생 간다. 
  3. 성적은 투자한 시간의 절대량에 비례한다.
  4. 불가능이란 노력하지 않은 자의 변명이다.
  5.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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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주제: 4차 산업혁명으로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노화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명예교수)

1. 본 강의의 목적

  근래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
리사회가 빠르게 4차 산업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새로이 진입하고 있는 4차 산업사회에서 사회인으로서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살아가
기 위해서는 새로이 전개되고 있는 4차 산업사회가 어떠한 사회인가를 이해하고, 새
로이 진입하고 있는 4차 산업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
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로이 전개되는 미래사회의 성격
과 이러한 사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이 진입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될 사회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논의들이 있어왔다. 본 강의는 이러한 논의들을 토대로 먼저 새로운 변화들의 원동력
이 될 미래사회에서 일어날 일들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사회의 성격에 대해서 논의
해 보고자 하는데 본 강의의 목적이 있다.
  미래사회에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미래사회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복
잡적응적 시스템(complex adaptive system)으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본 
강의에서는 먼저 복잡적응적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러한 복잡적응적 시스템에
서 어떻게 새로운 패턴의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논리를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설명을 토대로 왜, 그리고 어떻게 4차 산업혁명으로 미래사회가 복잡적응적 
시스템으로 전환되며, 이러한 상황 하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발전되는 미래사회의 성
격과 이러한 미래사회에서 새로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논의해 보자는데 본 강의의 
목적이 있다.

2. 사회 변화를 보는 눈: 복잡적응적 시스템의 특징과 사회시스템 동태

  4차 산업혁명으로 미래 사회에서 새로운 일들, 즉 새로운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
은 4차 산업혁명으로 발전하는 사회는 새로운 현상들이 창발하는 복잡적응시스템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4차 산업혁명으로 어떤 일, 즉 어떤 현상들이 
새로이 일어날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잡성과 복잡적응시스템에 대한 이
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복잡성이라는 개념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개념이다. 복잡성은 알려
지지도 않았고(unknown) 또 알 수도 없어서(unknowable)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 112 -

현상이다. 어린아이 기르기가 이에 해당한다. 어린 아이는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또 자라서 무엇이 될지도 모른다. 복잡성은 또한 비선형적인 상호작용요소들, 창발 현
상, 연속적 및 비연속적인 변화, 그리고 예측하기 어려운 산출결과들 등으로 특징지어
지는 시스템에 나타나는 복잡한 현상에 대한 기술이다. 그리고 복잡성은 단순하고, 선
형적이며, 균형에 기초를 둔 시스템에 대비하여 이해된다(Patton, 2011:147; 노화준, 
2012:78).
  한편 복잡적응시스템(complex adaptive system: CAS)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능력을 가진 복잡하고, 비선형적이며,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불
균형적인 환경 하에서 자기조직화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특징지어 
진다. 하나의 CAS는 돌연변이, 자기조직화, 환경에 대한 내적인 모형의 전환 및 자연
선택 등에 의하여 진화한다(Zimmerman, Lindberg and Plsek, 2008; 노화준, 
2012: 78).
  일반적으로 복잡성의 관점에서 시스템 동태를 관찰하는 연구자들은 시스템 동태의 
유형을 사회시스템을 변화시키고자 하는데 대한 (또는 목적에 대한) 합의의 정도와, 
그러한 행동의 결과 또는 관계들의 확실성의 정도에 의하여 조직화된 (단순) 시스템 
동태상황, 비조직화된 (또는 혼돈적) 시스템 동태상황 및 자제조직화 (또는 복잡성) 시
스템 동태상황으로 구분한다(Patton, 2011:84~92; 노화준, 2012:97~101; Parsons, 
2009; Stacey, 2007:189). 이들 세 가지 시스템 동태와 그의 맥락은 [그림 1]과 같다
(W.K.Kellogg Foundation, 2007).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화(목적)에 대한 시각의 합의정도가 낮고, 그러한 
행동 또는 행동결과를 결정하는 관계에 대한 확실성의 정도가 낮은 시스템은 카오스
적 비조직화된 시스템 동태(unorganized system dynamics)의 특징을 보인다. 이러
한 상태에서 시스템에는 높은 불확실성과 높은 의견의 불일치가 팽배해 있다. 행동들
은 무작위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우며 명백한 패턴들이 없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시스
템에 대한 센스(sense)는 통합되어 있지 않고 변화는 예측하기 어려우며 응집력이 없
다. 이러한 시스템 상황은 환경변화에 적응하여야 할 니즈(needs)의 긴급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비해서 변화(목적)를 보는 시각에 대한 합의정도가 높고 활동 또는 활동결과
에 대한 합의정도 역시 높은 시스템은 조직화된 시스템 동태의 특성을 보인다. 이러
한 상황은 환경변화에 적응하여야 할 니즈의 긴급성은 비교적 낮은 상황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안정되고, 질서정연하며, 예측가능하고, 선형적으로 변화하며, 계획과 통제
가 가능한 시스템 동태의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시스템동태는 비교적 질서정연하고 
활동들에 대하여 합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활동의 인과관계와 그에 따른 산출결과들은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Zimmerman, 1988; Patton, 2011: 86~92; 노화준, 
2012: 97~99).
  비조직화된 시스템동태와 조직화된 시스템동태 사이에는 조직화된 상태의 균형으로
부터도 멀고 비조직화된 상태의 비통합으로부터도 먼 특별한 시스템동태가 있는데, 



- 113 -

이 시스템동태는 중앙통제나 의도에 따라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그보다는 오히려 자
체조직화(self organizing)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Eoyang, 2002). 이러한 시스템 
상황은 환경변화에 적응하여야 할 니즈의 긴급성이 비교적 높은 상황이다. 즉 이러한 
시스템상황에서는 식별할만한 새로운 구조나 생각 또는 행태의 패턴들과 원칙들이 창
발한다. 시스템 내에 있는 행위자들(agents)은 전반적인 설계가 없이도 상호 적응한
다. 물론 각 행위자들은 자기들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림 1> 사회시스템의 세 가지 동태와 그 맥락

  사회시스템의 세 가지 동태들에 대한 관점은 사회변혁, 특히 제4차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현상이 일어난다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사회변혁과정에서 어떠한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가 하는데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준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
사회는 급속하게 자체 조직화하는 시스템 동태 상황의 사회로 전환되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패턴의 현상들이 창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은 주로 조직화된 동태상황과 자체조직화 동태상황 하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견되는 일들이다. 조직화된 동태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많은 경우 정부
의 의도된 활동에 의하여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3. 4차 산업혁명으로 조성되는 복잡적응시스템과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일들

  4차 산업혁명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1
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및 3차 산업혁명에 대하여 간략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1) 1차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은 1760년대 영국에서 일어난 증기기관과 방직기라는 기계의 발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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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표되는 기계혁명이다. 18세기 증기기관의 등장으로 가내수공업 중심의 생산체제
가 공장 생산체제로 변환되었다. 직물이 대량생산되면서 소수 특권계층만 누렸던 멋
의 추구라는 달콤함을 일반 국민들도 맛볼 수 있게 되었다. 1차 산업혁명으로 대량생
산과 아울러 봉건제가 해체되었고, 정치적인 성숙과 안정이 이루어지면서 자유로운 
농민층이 등장하였고, 모직물 공업의 발전과 근대산업이 발전하게 되었다. 봉건체제가 
무너졌으며, 부의 원천이 농업과 토지에서 공업생산과 국제교역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도시가 성장하면서 자본가가 탄생하고 노동자들이 증가했다. 산업화된 사회에 
맞게 정치, 경제, 문화, 생활에 이르는 모든 부분이 변화되었다. 기술의 발전이 가져
다 준 인류 삶의 변화가 너무나도 컸던 까닭에 ‘혁명’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2) 2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은 전기동력의 등장으로 에너지 혁명이라고도 불리며, 대량생산체제가 
가능해졌다. 19세기 말에 토마스 에디슨, 니콜라 테슬라와 같은 전기공학자들이 전기
를 근대적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도구로 만들었고, 이는 제 2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동력이 되었다. 2차 산업혁명으로 인류는 물질적 빈곤을 벗어 던지고 인간다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물질적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

 3) 3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은 1950년대에 개발된 반도체와 디지털, 컴퓨터 기술을 기반으로 시작
되었으며 정보화 혁명이라고도 부른다. 1980년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여 2010년대에 
꽃을 피운 개인용 컴퓨터, 인터넷,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루어졌다. 정보화 
혁명은 정보를 가공, 처리, 유통하는 활동이 사회 및 경제에 중심이 되는 사회로 만
들었다. 정보기술을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활용해서 지식을 가진 개인이 그 
능력을 확장하는 급속한 변화를 이끌어 냈다. 과거에는 거대한 자본과 규모가 있어야 
가능했던 일들이 퍼스널 컴퓨터의 보급으로 개인의 지식과 노력만으로도 해낼 수 있
는 사회가 되었다. 인간의 지식은 인터넷과 컴퓨터를 통해 축적, 확장, 공유, 판매되
는 상품이 되었다. 또한 과거에는 생산과 물류 프로세스의 일부분으로 존재하던 인간
이 컴퓨터를 통해 프로세스를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4)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은 제조기술뿐만 아니라 데이터, 현대사회 전반의 자동화 등을 총칭하
는 것으로서 사이버 시스템과 IoT, 인터넷 서비스 등의 모든 개념을 포괄하는 의미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은 다른 혁명과 달리 초지능의 혁명으로 불린다. 
기존의 산업혁명이 기계(1차), 전기(2차), IT기술(3차)을 기반으로 진행되어 왔다면, 4
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4
차 산업혁명은 다른 산업혁명, 특히 3차 산업혁명에 비해 속도나 범위, 영향도에 있
어 완전히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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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4의 물결 시대 도래
  제1의 물결: 증기기관이 몰고 온 물결: 1차 산업혁명- 대량생산, 자본가와 노동자
의 탄생
  제2의 물결: 전기가 몰고 온 물결: 전기기술의 상용화와 자본주의 정착
  제3의 물결: 컴퓨터가 몰고 온 물결: 인터넷과 컴퓨터의 보편화
  제4의 물결: 인공지능이 몰고 올 물결: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의 출현

4. 4차 산업혁명으로 조성되는 복잡적응시스템과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일들

  4차 산업혁명은 물리적 세계와 생물적 세계 및 디지털 세계가 융합(convergence)
되는 새로운 기술 혁신이다. 즉 융합과정을 통해서 혁신적 기술들의 가지가 갈라져 
나와 새로운 기술들이 창발되는 메커니즘으로 스스로 작동하고 있다.
  융복합 기술혁신들을 통해서 스마트홈, 스마트 공장(스마트 팩토리) 등이 등장했다. 
이와아울러 인공지능(AI), 사물 인터넷(IoT), 차세대 통신기술(5G), 로봇, 블록체인, 드
론, 3D프린터, 빅데이터, 무인운송수단, 바이오 공학, 신소재, 공유경제, VR/AR 미래
의 먹거리 등이 4차 산업혁명의 주요기술로 떠오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융복합이다. 스마트 홈, 스마트 마트, 스마트 팜 등 대부
분의 산업과 서비스에 일정부분 적용되고 있으며, 향후 더 빠른 속도로 다방면에서 
활용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들은 인공지능기술, 빅데이터기술,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클라우드기술, 3D프린터, 드론기술, 나노기술 등이다. 4차 산업
시대의 중요한 특징은 4차 산업혁명에서는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기술로 컴퓨터가 기
계와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인간의 개입 없이도 스스로 상호작용하는 체제로 작동한
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에 대하여 이해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 4차 산업혁명의 주요기술들은 인공지능 기술, 빅 대이터 기
술,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기술, 3D 프린터, 드론 기술, 나노기술, CPS 기술, 5세대 
이동통신(5G) 등 다양하다.
  인공지능 기술: 인공지능의 주요기술은 패턴인식, 자연어 처리, 자동제어, 가상현실 
등이 있으며 이 기술이 이종 기업간 융합을 통해 혁신을 만들어낸다. 애플 아이폰에 
기본 탑재된 시리(siri) 역시 음성인식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기술이다.
  빅 데이터 기술: 3차 산업혁명시대에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누적되는 데이터
의 수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서버에 대량으로 저장되고 있다. 4차 산업
시대에는 수많은 데이터를 단순히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뛰어넘어 대량의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들을 가공하여 가치 있는 새로운 데이터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술이 바로 빅 데이터 기술이다.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의미하며, 그 규모가 방대하고 생성주기도 짧은 대규모의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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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고, 증가한 데이터의 양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행동패턴 등을 분석 및 예측할 
수 있다. 이를 산업현장에 활용할 경우 시스템의 최적화 및 효율화 등이 가능하다.
  사물 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사물 인터넷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들을 연결해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에 정보를 교류하고 상호 소통하
는 지능형 인프라 및 서비스 기술을 말한다.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기능을 내장하
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로 기존에는 인터넷에 사람과 사람만을 연결되어 정보공유
의 대상을 사람에게만 한정되어 있었지만 사물인터넷 기술로 인해 사람 뿐 아니라 사
물까지도 모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클라우드 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한 기술, 혹은 업
그레이드 버전으로 사용자가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하지 않고도 
인터넷 접속을 통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고, 동시에 각종 정보통신기기로 데이터를 
손쉽게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다. 클라우드는 빅 데이터 시대에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능동적인 비즈니스 혜택을 창출하도록 해주는 기술이다.
  3D 프린터: 3D 프린터는 3D 디자인 소프트웨어로 제작된 3차원 설계도로 실제물
건을 만들어 출력하는 프린터다. 기존 프린터가 PC에 있는 문서를 바탕으로 그림이나 
글자를 종이에 인쇄하듯이, 3D 프린터는 3차원 도면을 바탕으로 플라스틱이나 금속
을 녹여 그릇, 신발, 장난감과 같은 입체적 물건을 만들어 낸다.
  드론 기술: ‘드론’이란 영어단어는 원래 벌이 내는 웅웅거리는 소리를 뜻하는데, 작
은 항공기가 소리를 내며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이러한 이름을 붙였다. 드론 기술
의 발달을 통해 앞으로 먼 섬 지역이나 배달이 어려운 산골지역에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들을 손쉽게 배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화재 진압이나 인명 구조시 사람이 투입
되기 어려운 곳에 투입되어 사람의 역할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나노 기술: 나노(nano)는 난쟁이를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 나노(nano)에서 유래되었
으며, 1nm는 머리카락 굵기의 약 8만분의 1, 수소원자 10개를 나란히 늘어놓은 정도
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나노 기술이란 1nm 내지 100nm 단위의 크기를 가지는 물
질을 조작하고 제어하는 기술이다.
  CPS 기술: CPS는 실제 물리 세계와 그 위에서 진행되는 다양하고 복잡한 프로세
스들과 정보들을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에 접근 및 처리하는 서비스 기반으로 사이버 
세계에 밀접하게 연결시켜주는 컴퓨터 기반 구성요소 및 시스템을 말하며, 스마트 공
장 CPS는 지능화된 상황인지, 판단(의사결정), 수행을 통하여 제조현장의 설비간 네
트워크에서부터 설계, 운영에 관련된 최적화된 의사결정을 통합하여 지원한다.
  5세대 이동통신(5G)-40배 빨라진 4차 산업의 핏줄: 2017년 초 미국에서 열린 IT전
시회에서 20세기 폭스의 최고 기술책임자 하노바세(Hanno Basse)는 ‘5G는 미래의 
석유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5G의 상용화로 2035년까지 약 12조 달러의 경제유발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예측했다. 5G는 LTE보다 통신속도가 40배나 빠르고 잘 끊기
지 않고 지체시간이 짧으며 주파수의 대역폭도 LTE보다 100배나 크다. 사물인터넷, 
자율 주행차, 인공지능로봇, 스마트 가전 등 모든 첨단기기들은 통신망에 연결된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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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티드 디바이스(connected device) ’이다.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야 각종 정보들을 
다운로드 받거나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어 5G는 첨단 기기들을 위한 기반 통신망이
다.



- 118 -

제9주제: 중국의 부상과 21세기 세계 패권구도의 전망

정홍익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명예교수)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전 이래 40여 년 동안 미국과 소련의 양강 구도로 지속되
어 왔던 세계의 패권구조는 1991년 소련 연방의 갑작스러운 해체로 무너지고, 그 후 
지금까지 세계질서는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의 패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어 왔다. 과
연 미국의 일극(一極) 패권체제는 21세기에도 계속될 것인가? 아닌가? 이 의문은 21
세기 국제질서의 향방을 결정할 중대한 관심사라 할 것이다. 특히 2차 대전 후 미국
과 소련에 의해서 분단된 민족과 국가가 되었고, 지금도 남한의 자유 대한민국과 북
한의 무도한 일인독재 봉건 인민공화국이 대립하고 있는 한반도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생존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세계 전문가들의 전망은 두 갈래로 갈리고 있다. 일부는 미국 현재 패권이 상당한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안정론을 제시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의 유일 패권주
의는 이미 종말을 고하고 세계는 새로운 패권국가의 등장을 맞이하고 있다는 변혁론
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새로운 강국은 어느 국가일까? 대부
분의 전문가들이 지목하고 있는 국가는 바로 이웃나라 중국이다. 21세기에 등장 할 
패권국가가 있다면 그 나라는 중국이라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21세기 세계패권을 쟁패할 수 있는 국가가 바로 한국과 국경을 
같이 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 6.25 전쟁 참전을 통하여 자유대한민국과 적으로 
전쟁을 치렀고, 한국과 유구한 역사를 공유하고 있으며, 지금 당장 자유대한민국을 핵
무기로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유일한 동맹국가인 중국일 것이라는 사실은 미래 한국
의 명운과 밀접하게 관련된 중대한 문제다.

1. 중국의 성장은 어디까지 와 있는가?

  광대한 영토, 세계 최대의 인구 그리고 세계 문명 발상지인 중국은 수 천 년 동안 
세계적 초강대국으로 군림해 왔다. 다만 교통과 통신수단이 제한된 근대 이전까지는 
서양까지 그 세력이 미치지 않았을 뿐이며, 또 현대적 과학과 공산업 발전을 달성하
지 못하여 19, 20세기에는 서구 강대국과 발 빠른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에 마저도 수
탈과 침략의 수모를 당했을 뿐이다.
  <표 1>에서 보듯이 중국은 18세기 19세기 중반까지 세계경제의 25-35%를 차지하
던 최대의 경제대국이었다가 19세기부터 산업화에 성공한 서구세력의 서세동진(西勢
東進)에 의해서 급격히 쇄락하기 시작한 나라였다. 여기에 비해서 미국은 20세기 특
히 1차 대전 후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국가이다. 이런 배경 때문에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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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세계적 강대국을 지향하는 중국은, 분수없는 과욕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단지 잃
어버린 자신의 과거 위세를 회복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표 1>

  2차 대전 후 수립된 중국 공산당 정부는 소련식 공산주의 경제체제하에서 경제회복
을 시도하였으나, 악명 높은 천리마 운동과 같은 전면적인 정책 실패를 거듭하면서 
오히려 수 백 만명 이상이 아사할 정도로 나라 살림이 피폐되었다. 토탄에 빠진 중국
경제가 회복의 길로 들어선 것은 모택동 잔당과의 권력투쟁에서 승리한 등소평 덕분
이었다. 등소평 정권은 모택동의 공산주의 집단경제 대신 자본주의 경제를 채택하고 
서방의 기술과 자본을 중국에 도입하기로 하고,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발전 모
델을 답습하여 수출산업을 일으키고 서방 기업의 하청공장을 시작으로 경공업, 중공
업, 상업, 금융업을 지속적, 단계적으로 일으키기 시작하였다. 그이래 후속 집권자들
이 이런 박정희식 경제개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구한 결과, 이제 중국은 미국과 세계 

<그림 1> 중국의 경제 성장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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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을 다투는 경제를 발전시키기에 이르렀다. <그림 1>은 중국경제가 가속을 받아 최
근에 얼마나 급속하게 성장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중국경제력은 지금 어디까지 와있는가? 국가 경제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국민총생산(GDP)은 미국 화폐와 교환비율에 기초한 명목 GDP(Nominal)와 각
국의 물가를 감안한 구매력 GDP(PPP: Purchasing Power Parity) 두 가지로 측정할 
수 있다. 전자가 국제거래를 비교할 때 적합한데 대해 후자는 실생활 수준을 알아보
는데 더 적합한 지표다. 2017년으로 보면, 명목 GDP는 미국이 중국을 월등하게 앞서 
있으나, 2030년에 되면 중국이 미국을 앞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대로 구매력
GDP는 2016년 중국이 벌써 미국을 앞질러 세계 제1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미 2014년도에 중국의 구매력GDP가 미국을 추월한 것으로 이 분야
의 전문기관들은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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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총량에서 뿐만 아니라 개별 산업분야에서도 중국은 이미 여러 분야에서 세계 
제 1의 위치에 와 있다고 일부 전문가는 진단하고 있다. G. Allison 교수는 아래 표
와 같이 자동차 생산에서부터 인공지능연구까지 중국은 이미 세계 제1의 자리를 차지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 총규모를 떠나서 국민생활을 보면, 중국은 아직도 중진국의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치명적 약점이 있다. 2018년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의하
면, 명목 개인소득(nominal GDP)이 1위인 나라는 Luxembourg로 114,234불, 아시
아에서 가장 높은 Singapore는 세계 7위로 64,041불, 8위인 미국은 62,606불인데 
비해서 중국은 9,608불로 미국의 1/6 수준이며, 한국(31,346불)의 1/3 정도이다. 물
론 중국은 물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 훨씬 더 개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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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이 높게 평가되지만, 이런 낮은 개인 소득수준은 중국경제의 치명적 약점이며 선진
국에 진입하는 장애라 아니 할 수 없다.

2. 중국정부의 미래 청사진: 중국의 꿈

 1) 중국의 꿈
  그러면 중국은 장차 어떤 국가로 성장하려고 하는가? 이에 대한 답은 시진핑 중국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제시한 중국의 꿈 (中國夢)에 명시된 바대로, 중국 국가건국 
100주년이 되는 20250년까지 중국을 세계 최강국의 하나로 만드는 것이다. 시진핑 
주석의 중국의 꿈은,
- 신장, 티베트, 홍콩, 대만, 싱가폴 등 과거 영토를 수복하고
- 서구열강의 이전의 중국의 전통적인 아시아 종주권을 회복하고
- 주변국에 대한 전통적 영향력을 복권하며
- 세계적 강대국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다.
○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4대 전략을 제시하였다.
- 중국 공산당의 재활성화를 <부정·부패 근절>, <당의 소명의식 강화>, <국민의당에 
대한 신뢰와 위상 회복>을 통해서 달성
-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 
- 3차 경제혁명 재설계와 추진
- 군대의 개혁, 개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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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초강대국으로 다음 3단계를 통하여 초강대국을 달성하겠다고 하였다.
-1 단계(2015-2025년): 10대 전락산업 분야에서 국제경쟁력 확보함으로서 국제 제조
강국의 대열에 합류한다. 이 단계는 국제적으로 3급 국가 단계로 한국, 불란서, 중국
이 포함된다.
-2단계(2026-2035년): 전 산업분야에서 신기술 개발하는 선도국 대열에 진입함으로서 
세계 제조강국 지위를 확보하고 현재 2급 국가인 독일과 일본과 같은 지위에 올라선
다.
- 3단계(2036-2049년): 중국 국가 수립 100주년에 세계 제조업 선도국가 지위를 확
보하여 미국과 함께 1급 국가가 되며 군사력 포함 세계 초강대국 지위를 확보한다.
  *이 단계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제 성장률은 2020-2035년 사이에는 연평균 
4.8%를 유지하고, 2030-2050년 사이에는 연평균 3.4%의 성장률을 유지한다.
  *경제성장률에 따른 1인당 GDP는 2025년에 20,000불을 달성하고, 2035년에는 미
국의 35%인 45,000불을 달성하고, 최종 목표연도인 2050년에는 미국의 50%인 
120,000불 달성을 목표로 정하였다.

 2) 중국 제조 2025
  2015년 중국정부는 장기발전 계획으로 <중국제조(中國製造) 2025>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10 전략산업분야에서 2025년까지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중
심으로 하고 이에 이어 2050년의 최종 국가발전 전망을 구체화하고 있다. 10대 전략
산업 분야는 차세대 정보기술 산업, 항공우주 설비, 첨단철도, 교통산업, 해양선박기
술 산업, 고도 디지털 제어 및 로봇 산업, 전력설비 산업, 농업기계 산업, 신소재 개
발 산업,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산업, 바이오 의약 및 의료장비 산업이다.

2015- 2025년 10대 중점육성 산업



- 124 -

중국제조 2015-2049

 3) 일대일로(一帶一路) 중국경제권과 신 실크로드 구축
  중국제조 2025에 제시된 중국의 장기 경제발전계획과 쌍벽을 이루는 중국의 국제, 
대외 경제 발전계획은 일대일로(一帶一路) 또는 신 실크로드 구축이다. 중국정부는 이
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2015년 3월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비전 및 행동(推动共建丝绸之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的愿景与行动)”
에 담아 발표하였다. 과거 당나라의 육상 무역권과 명나라의 해상무역권의 현대판을 
부활시키려는 이 계획은 3개의 육상 무역로와 육상 무역의 거점을 구축하고 2개의 해
상 무역로와 무역거점을 구축하여 중국의 세계 경제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대일로 무역권에 포함되는 주요 대상국은 총 65개 국가로 몽골, 러시아 등 
중앙아시아의 5개 국가, 베트남,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11개의 나라들, 그리고 
서남아시아의 8개국, 북아프리카와 서아시아의 16개국, 남아시아의 8개국, 유럽과 중
동지역의 16개국, 독립국가연합국가 6개 등 모두 65개 국가들이다.

중국의 신 실크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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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경제 성장 제약 요인

  시진핑이 1978년 자본주의 경제체재를 도입하고 경제를 적극적으로 경제를 대외개
방한 이래 중국은 역사상 전례없는 경제성장에 성공하여, 이제는 세계 제일의 규모와 
질적으로도 중진국을 넘어 선진국 경제로 진입하려는 단계에 도달하였다. 과연 중국 
경제는 계속 성장하여 미국과 대등한 초강대국 경제를 가까운 미래에 실현할 수 있을
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중국정부는 확신에 가득 차 있고, 세계 학계에서도 상당수 
실현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실현가능성을 부정하는 견해도 적지 않다.

○ 중국이 미국에 필적할 초강대국이 못되는 이유
- 군사력의 부족: 경제력만으로는 초강대국이 될 수 없다. 상응하는 군사력 또한 필
수조건이다. 중국군의 규모는 방대하지만, 무기체제, 작전 능력, 세계적 진지구축, 국
제동맹체제 등 제반 여건이 매우 열악하며, 가까운 장래에 크게 향상될 가능성은 없
다.
- 사회개혁이 부족하다. 국가발전이 과도하게 정부와 소수 엘리트 중심으로 진행되어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인적 자원, 사회적 기반이 허약하다. 즉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부족하고 스스로 혁신을 지속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선진국
이 필요한 사회자본이 결핍되었다.
- 경제가 과도하게 거대 국가기업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시장에서 국영기업이 차지하
는 비중이 과도하게 크다는 비판은 외국 학자들은 물론 일부 중국학자들도 지적한 바 
있다. 정부의 직접 통제 하에 있는 기업들은 경제논리에 앞서 정치논리에 의해서 운
영되고 있고 관료적 체질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경영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기업들로 
인해서 자본과 인력 등 국가의 생산요소들이 비효율적으로 배정되고 기술과 제품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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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다는 점은 중국경제의 약점으로 인정받고 있다.
-출국 이민: 중국정부는 개인의 해외이주를 크게 제한하고 있지 않다. 중국이 경제 
성장의 축으로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부가 축적되는 것을 당연한 
결과고, 부자들 중 상당수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외국에 투자나 개인 재산을 이전하고 
있다. 이들이 재산을 해외로 이전하는 이유는 유리한 투자조건을 따라서 이기도 하지
만, 그 외에도 자유, 안전, 환경여건이 중국이 열악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현 중국정치제도 아래서는 부자들이 해외로 재산을 반출하는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이것 역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인적, 물적 제약점이라고 말하고 있다.
- 지역 간 불균형과 대립: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전통적으로 평등과 동등을 중시하지
만, 광대한 지역과 인구를 가진 중국이 경제발전을 빨리 이루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 
전략은 불가피했고, 이 결과로 지역 간 불균형과 대립이 초래될 수밖에 없었다. 제한
된 자본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나, 지금도 대도시 
와 농어촌, 해안지역과 후방지역 간에는 소득, 생활환경, 직업, 교육 등 다방면에 현
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총량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후진지역의 개발을 위한 투자가 
먼저 필요한 실정이다. 또 지금은 강력한 중앙정부가 통제를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지역불균형이 지역 간 대립으로 나타날 위험이 잠재하고 있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다.
- 임금상승: 후진국이 경제개발에 제공할 수 있는 경쟁력은 저임금 노동력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이 계속되는데 따라 임금은 불가피하게 상승하게 되고 
종래의 노동경쟁력은 사라지게 된다. 바로 중국에서 2000년대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
이다. 해외 투자처로서 중국시장은 매력을 잃게 되고 중국 상품은 국제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된다. 태국, 베트남. 인도 등이 중국대신 새로운 외자투자처로 각광 받
고 있는 이유이다.
- 인구규모와 구조: 얼만 전만해도 세계인구의 1/4을 차지할 만큼 막대한 중국 인구
는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구조적인 장애이기도 하였으나 동시에 경제성장의 인적 원동
력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경제가 상승단계에 진입하면서 대규모 노동력에 의존할 
필요성이 줄고 대신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이 더 필요하게 된다. 중국은 건국초기부터 
인구폭발의 위험을 인식하고 1 자식 낳기로 대표되는 강력한 통제정책을 실시해 왔
다. 이결과 인구성장은 효과적으로 억제되었으나, 낮은 대체 출생률 때문에 인구의 고
령화가 초래되었고 특히 노동생산인구의 감소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인구변동
은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는 앞으로 상당기간 중국정부가 해결
해야 할 과제로 남게 될 것이다.
- 환경오염: 개도국들이 단기간에 공업화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문제가 
환경오염이다. 대기, 수질, 환경훼손 등 중국의 환경오염은 국제적인 문제가 될 만큼 
심각한 문제로, 보건 의료비와 사회보장비의 상승, 노동비용의 증가와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고 있고, 대대적인 투자가 장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한 선진국 수준의 삶의 
질이 보장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는 또 중국인들이 해외이주를 원하는 한 가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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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기도 하다.
- 중앙집권적 일당 정치체제: 역사상 유례없는 경제성장에 성공한 중국정부는 자기들
의 공산당 일당정당제도의 우월성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선진국 도약을 위한 야심
찬 청사진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일찍이 선진국 건설에 성공한 서구민주주
의 국가들은 중국 정부의 업적을 인정하면서도 장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구
심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과거 소련을 비롯한 동구 공산주의 국가들이 산업화 초
기에는 효율성이 있는 듯 보였으나, 경제성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경제적 효율성
이 정체되기 시작하고 국민들의 사회 불만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 중국 역시 앞으로 동일한 문제에 봉착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물
론 중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외부세계의 학자들 중에서도 중국의 독특한 상황을 인정
하고 현재의 통치체제가 효율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또한 중국경제의 어두운 내일을 보여주는 징조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는 
전문가들이 있는데, 전국 각지에 나타나고 있는 주택시장에 거품, 증권시장의 하락, 
부자들의 해외 이주, 공공 및 민간의 과대한 부채, 가계부채의 증가, 미국과의 무역 
전쟁, 높아 가는 실업률 등이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4. 패권국 미국의 대응과 미중 대결의 전망

 1) 3가지 가능한 세계 패권구도
  역사적으로 중국은 외부세계와 거래와 소통에 의존하지 않고 내적으로 자체성장해
왔다. 그러나 등소평 이후 중국의 팽창, 경제성장은 개방경제 특히 서방자유세계와 활
발한 무역과 정보, 기술의 소통, 교환을 통해 가능했다. 중국과 세계 각국이 깊이 상
호의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의 미래는 중국 자신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세계열강들 
그 중에서 특히 현재 유일 패권국가인 미국이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다.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은 세 갈래로 정리해 볼 수 있다.

  (1) 중국경제의 성장은 둔화될 것이며, 미국의 성장과 패권은 예측 가능한 장래까지 
지속될 것이다.
  (2) 중국의 경제성장과 국력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며, 미국과 함께 세계의 2대 패
권국가로 등장할 것이다.
  (3) 계속되는 중국의 성장을 미국은 견제하려고 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중
국과 미국의 충돌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이 3가지 전망 또는 예측은 각기 상당한 실증적 증거와 역사적 배경 그리고 논리적 
설득력이 뒷받침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면의 제약상 본 논문에서는 제 3의 가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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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만 부가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제 3의 가설에도 충돌 특히 무력을 동원한 충
돌이 불가피하다는 보다 강경한 입장도 있지만, 이보다 더 유연성이 있는 
Thucydidus의 함정에 한정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2) Thucydidus의 함정
  기원전 431-404년 고대 그리스에서 스파르타를 맹주로 한 Delian 동맹과 아테네를 
맹주로 한 Peloponnesian 동맹 사이에 장기 내전이 일어났다. 이 내전은 결국 스파
르타 군의 승리로 끝났지만 양측이 입은 막대한 피해로 인해 고대 그리스 문명의 종
말이 초래된 극적인 사변이었다.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Thucydides는 이 전쟁
의 기록을 “Peloponnese 전쟁사”에서 기록하면서, “이 전쟁은 아테네가 새로운 강국
으로 등장하면서, 기존 강국인 스파그타가 위협을 느끼게 되었고, 이것이 이 전쟁을 
불가피하게 촉발하였다.”라고 설명하였다.
  Harvard 대학의 공공정책학 교수인 Graham Allison은 이 전쟁구조를 Thucydides의 
함정이라고 부르고, 미국과 중국의 미래 전쟁 가능성을 이 구조를 통해서 이해, 예측
하고 있다. 이 함정은 “새롭게 부상하는 강국이 기존 강국의 지위를 위협할 때 그 결
과로 양 강국사이에 전쟁이 발발하게 될 것이다.”라는 가설이다.

 3) Thucydides 함정의 역사적 검증
  Allison 교수팀을 지난 500년의 세계사에서 새로 부상하는 강국이 기존 강국의 지
위를 위협한 16개의 사례를 찾아내고, 그중에서 12번은 대규모 전쟁을 초래하고 나머
지 4번만 평화로운 세력교체 또는 공존으로 귀결되었다고 결론지었다. 특히 Allison 
교수는 신흥강국과 기존강국 당사자들이 전쟁을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제3국의 
개입이나 우발적 사고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구조
적 전쟁 원인에 주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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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 가능성

  (1) 미중 열전의 제약 요인
  IMF를 비롯한 다수의 국제연구기관들은 현제 추세가 지속된다면 중국경제가 미국
경제를 추월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보고 있다. 경제성장이 계속된다면 중국
정부의 의도대로 군사력도 강화될 것은 자명하다. 물론 군사력의 성장은 경제력 성장
과 정비례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런 전제로 Thucydides 가설을 적용해 보면 다음
과 같은 2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 향후 수 십 년 내, 미중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있으며, 그 가능성은 
현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보다 더 높다.
- 그러나 미중 전쟁이 불가피한 것만은 아니다.

  Allison교수는 이 두 가지 추론된 결과를 미국과 중국의 지도자들이 숙지하고 수용
한다면 미래 양국의 패권 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충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
국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깊이 상호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경쟁은 몰라도 경제
전쟁은 양국이 공멸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또 과거 어느 때보다 문화, 학술, 민간, 
공공 모든 분야에 끊임없이 교류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이해와 문화를 공유하는 수준
도 높은 상태이다. 물론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이런 교류와 교환을 가속적으로 촉
진하고 있다. 핵무기 역시 미중 전쟁을 억제하는 근본적 요인이다. 양국의 군사적 충
돌이 전면적으로 치달을 경우 핵무기 사용도 불사하게 될 것인데, 이는 승자 패자를 
막론하고 돌이킬 수 없는 인류의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소위 <확실한 상호괴멸
(mutually-assured destruction)> 때문에도 전면전으로 가는 양국은 전면적 충돌을 
피하고자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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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미중 전쟁 촉발의 부대조건
  지난 500년 간 일어난 신흥국과 강대국의 대립을 분석해 보면, 양국이 문화적 전통
을 공유하고 있으면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적 해결책을 찾는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인 
예가 20세기 초 신흥 미국과 구세력 영국과의 대립이었고, 최근 유럽에서 나타난 통
일 독일과 영국, 불란서의 관계 재정립이다. 여기에 비해서 중국과 미국은 문화전통이
나 정치체제 면에서 대립적인 요소가 아래 표와 같이 많이 있어, 상호 몰이해와 불신
이 전쟁을 촉발할 위험이 있다.

  1차 세계대전이 한 테러리스터의 집단에 의한 오스트리아 공작부부의 암살로 촉발
된 것과 같이 세계전쟁도 작은 국지적 분쟁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왕왕있다. 또 전쟁
은 구조적 원인뿐만 아니라 국가 지도자가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결정되기도 한다. 물
론  미래 상황은 변하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앞으로 미·중간 대규모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분쟁은 다음과 같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 남중국해의 영토 분쟁
- 대만의 자주권 분쟁
- 북한정권의 몰락
- 미·중간 무역경쟁과 갈등
  정치지도자의 역할에 대해서는, 지금은 물러날 신세가 되었지만, 즉흥적이고 국제역
학에 미숙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야심에 가득차고 장기 집권을 노리는 중국의 시진
핑 대통령, 세계에서 가장 악독한 북한의 절대적 독재자 김정은 등은 미국과 중국의 
대립을 세계 전쟁으로 몰아갈 수 있는 지도자들로 손꼽히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글에서 팽창하는 중국이 세계 패권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
성과 이것이 중국과 미국에 의한 새로운 세계패권 구조의 구축 가능성, 그리고 마지
막으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물론 미래
는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모든 의문들이 한국의 생존과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들임에는 틀림없다. 한국의 지도자들과 양식있는 시민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이해와 통찰력을 기르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미국 중국
자기인식 세계 제1 세계의 중심
중심가치 자유 질서
정부인식 불가피한 악 필요한 선
정부형태 민주공화국 책임있는 권위주의

외부인 인식 포용적 배타적
시간관 현재 영원

변화 기제 발명 복구와 진화
대최 정책 국제질서 조화로운 위계질서

<표 2> 미국과 중국의 문화제도적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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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종합 고찰 및 결론

  고교생을 대상으로 재능기부사업을 시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대학입시 위주
의 고교교육에서나마 각 전문분야 최고 석학의 특강을 통해 제시하는 각 분야의 특성
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분석하여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는 필요한 정
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이 「고교생을 위한 석학 가이드」로서 의미가 있다. 석학
이 제시하는 9개 주제의 특강 내용을 일별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제1주제 「논리적인 글은 어떻게 읽고 어떻게 고칠 것인가?」: 논리적인 글쓰기가 중
요하다고 해도, ‘습득된 지식’의 바탕이 없이는 좋은 글을 쓸 수 없다. 대부분의 지식
은 책이나 잡지나 신문 기사 등 여러 종류의 글을 통하여 습득된다. 소설이나 수필과 
같은 문학작품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읽을 수 있지만, 논리적인 글은 부담을 가지고 
읽지 않으면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다. 논리적인 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
가에 대한 독해법을 다루는 것이 ‘독해(讀解)’이다.
  고등학교에서는 ‘독해’ 교육을 ≪독서와 문법≫이라는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여 시행
한다. 그런데 그 교과서나 참고서를 보면, 그 내용이 ‘독서의 본질’, ‘독서의 원리와 
과정’, ‘독서의 방법’과 같은 이론을 다루고 ‘독서의 실제’에서 그 이론을 적용하여 대
상 글을 설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독서의 실제’에서 다루는 내용은 ‘글의 종류, 제재, 주제, 특징, 해제’와 ‘내
용 질문’ 등이다. ‘독해’에서 중요한 것은 ‘독해의 방법과 분석’과 대상글의 ‘개요 작
성’, ‘작성된 개요의 진위(眞僞) 판단’, ‘개요의 잘못된 부분의 정정’ 등인데, ‘독서의 
실제’에서는 그런 것은 다루지 않고 있다. 이러한 ‘독서 교육(‘독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합당함)’은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학교 교육의 공백을 메우
는 목적으로 ‘수송 수단의 발달’에 대한 짧은 글을 제시하고, ‘글의 주제 찾기, 문단 
구분, 개요 작성, 작성된 개요에서 통일성을 깨뜨리는 항목 찾기, 본문에서 주제에 맞
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고 주제에 맞게 고치기, 수정 후의 개요 작성’ 등 실제 경험을 
하도록 하였다.
  제2주제 「통계학의 발전과 데이터 기반 지능정보화 사회」: 먼저 통계학의 태동과정과 
초기 발전과정을 기술한다. 초기에 통계학의 유용성을 보여준 나이팅게일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꾼 데이터 분석’ 사례를 설명한다. 다음으로 컴퓨터의 등장 과정을 설명하
고, 컴퓨터가 현대 통계학의 영역을 어떻게 확장했는지 설명한다. 다음으로 4차 산업
혁명의 핵심기술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 대하여 정의, 역할, 활용 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한다. 그리고 지금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데이터 기반 정보화 시대
가 되었으며, 눈부신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의 발전으로 기업의 판도가 바뀌어 가고 
있음을 설명한다.
  다음으로 새로운 학문으로서 데이터과학(data science)의 발전을 살펴보고, 데이터
과학이 통계학과 컴퓨터공학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각광받는 학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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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소개한다. 또한 인공지능이 데이터로부터의 기계학습, 심층학습 등을 통하여 발전
하고 있으므로, 넓은 의미의 데이터과학은 인공지능을 포함하는 융합적인 학문임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데이터경제(data economy)의 시대이며, 데이터경제
의 본질이 무엇이고, 데이터경제 시대는 기업, 조직, 국가 등의 운영이 어떤 모습인가
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제3주제인 「영어 제대로 배우기」에서는 영어는 세계인에게 국제어임에도 우리나라
에서는 영어를 언어가 아니라 학문처럼 배우려고 하고 있어 영어를 제대로 배우도록 
안내하고 있다. 영어 학습에 대해서는 발음이 중요하다든가, 원어민 혹은 본토에 가서 
배워야 한다든가, 또는 학교 영어로는 수능대비가 부족하다든가 하는 잘못된 믿음이 
있다. 영어를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는 영어는 이론과목이 아니라 실기과목이므로 “공
부(study)”하려 해서는 안 되고 “배워야(learn)”하여, 영어의 레퍼토리를 늘리고, 어
휘와 문법을 맥락 속에서 익히고, 이해뿐만 아니라 표현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며, 문
제풀이보다는 체득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영어는 반복학습을 제대로 해야 하며, 영어자료를 항상 몸에 가까이 하고, 억지로 
외우기보다는 자주 접해서 저절로 익혀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과서와 자
습서를 기본으로 하여 철저히 마스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문법 참고서를 
하나 선택해서 완전히 익히고, 재미있는 책들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하다. 언어학습은 
하루 이틀에 되지는 않지만 하루 한 시간이나 반시간이라도 꾸준히, 그리고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하면 숙달이 어렵지 않다. 그렇게 조금씩 영어 사용 능력이 생기면 동기 
유발이 크게 될 수 있다.
  제4주제 심성수양법(지식과 품성 그리고 도덕의 수준을 높이는 방법): 심성수양의 
개념을 종교적 측면을 고려하여 ‘성품과 지식 그리고 도덕을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
는 마음과 육체의 훈련’으로 정의하였다. 그 개념에 따라 지식의 차원을 높이는 것을 
제도권 교육에서의 교과교육과 연결시켰고 품성과 도덕의 차원을 높이는 것을 인성교
육과 연결시켜 강의 주제로 삼았다. 교과교육에서의 지식교육은 성리학의 핵심 주제
의 하나인 수양론의 심성수양을 원용하여 보존, 존양, 성찰, 극기라는 심성수양 방법
론을 학습 동기와 연결시켜 강의하였다. 몸과 마음을 닦는 심성수양의 방법론은 외부
적 윤곽이 되도록 구성하였고 그 목차에 따라 읽기교육을 포함한 학습이론을 제시하
였다. 품성과 도덕의 차원을 높이는 인성교육은 상급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 학습자
의 관심 때문에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심성수양
의 최종목표가 행복한 삶을 구가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시대정신과 결부된 ‘가치’를 몸
에 베이게 하여 품성과 도덕의 차원을 향상시켜 인성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의하였다. 실험심리학자 제임스와 분트의 ‘인간이 자신이 마음가짐을 바꿈으로써 삶
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 우리시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는 견해를 
인용하여 심성수양과정에서 참고하도록 권고하였다.
  제5주제 「우리는 왜 윤리적으로 살아야 하는 가」: 모든 사람은 행복을 원하고 이는 
자명하다. 그런데 한국인의 행복지수가 낮은 것은 주로 인간관계가 핵심인 사회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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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이 빈곤하기 때문이다. 현대인의 행복은 자연이 아니라 사회, 특히 인간관계에 의하
여 결정되고 인간관계의 기본은 정의다.
  모든 사회는 예의, 윤리, 법률이란 당위제도를 만들어 인간관계를 공정하고 평화롭
게 유지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 가운데 인간의 존엄성에 가장 적합하고 바람직한 것
은 자율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윤리적 실천이다.
  전통적인 윤리는 주로 주체 중심적으로 선한 동기를 강조했으나 심히 복잡해진 현
대사회에 필요한 것은 개인의 행위가 다른 사람과 사회에 미치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
을 지는 타자 중심적 책임윤리며, 개인만 공정한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가 정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생물학적, 사회적 욕망에 대한 절제가 필수적이다.
  비록 타자 중심적이지만 윤리적 행위와 그것을 위한 절제는 결과적으로 행위자 자
신에게도 이익을 가져오며, 특히 오늘날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오염이 위협하고 있는 
인류의 종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제6주제 「인문학의 진주, 역사란 무엇인가」: 인문학은 원래 인간학이다. 그러나 오
늘날 인문학은 협의의 인문학으로서 구체적으로 문학⋅역사⋅철학⋅연설학을 일컫는
다. 이것들의 기본개념과 차이점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이들의 상호연관성
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하는데, 여기서는 문학 이전에 철학을 공부해야 하며, 연설학을 
배울 때 반드시 역사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그리고 역사는 유
아를 면키 위해서 배워야 한다는 키케로의 주장을 살펴보게 된다. 그리고 모던 역사
는 정치사/경제사/ 사회사가 그 주류였는데, 포스트모던 역사는 신문화사/미시사/심
성사/일상사 등이 유행이다. 끝으로 2050년까지 동시에 병행되는 제4/5/6/7차 산업
혁명 시대에 인문학, 그 중에서도 특히 진주라 할 역사의 역할이 크게 기대될 것이라
는 논지로 끝을 맺게 된다.
  제7주제 「공부의 왕도는 독해력이다」: 학생들에게 공부는 무엇보다 우선해서 교과
서에 있는 지식을 습득하는 일일 것이다. 교과서에 있는 지식을 습득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일은 수업시간에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다.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배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기억한다면 그 내용에 대해 더는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사실상 많은 학생은 공부를 어려워한다. 배운 내용을 이해하지 못
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이해는 했으나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배운 내용을 이
해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의미를 알지 못하는 단어나 정의를 모르는 용어가 포함되
어 있어서일 것이다.
  공부란 배운 지식을 이해한 다음 외어 기억해야 한다. 이해하지 않고서도 외울 수 
있겠으나 그 내용을 오래 기억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배운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가
장 중요하다. 대화할 때 말귀가 밝아야 하는 것처럼 문장을 읽을 때는 글귀가 밝아야 
한다.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해력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다면 독해력을 높일 방
법은 있을까?
  독해력이 낮은 까닭을 살펴보면 첫째 문장에 모르는 단어나 용어가 포함되어 있어
서이고, 둘째 문장이 길어 핵심 요소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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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의 의미와 용어의 정의를 알기 위해서는 사전을 이용하거나 참고문헌을 참조해
야 할 것이다. 모르는 것이 적을 때는 이 방법만으로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
다. 모르는 것이 많을 때는 사전과 참고문헌을 이용하여 꼼꼼히 이해하려고 하면 조
금 전에 이해했던 것마저 잊어버릴 수 있어서 다른 방법을 택해야 한다. 이런 경우엔 
생각하면서 여러 번 읽기를 권한다. 몇 차례 읽다 보면 단어나 용어가 기억될 것이
다. 그때 사전이나 참고문헌을 이용하여 의미를 파악하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
이다.
  문장이 길어도 주어와 술어인 핵심 단어가 있다. 나머지는 주어와 술어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또는 주어와 술어를 설명하기 위해 끼워 넣은 수식어이다. 문장을 분
석하여 주어와 술어에 해당하는 핵심 단어를 찾고 문장의 의미를 파악한다. 여러 문
장을 포함하는 문단의 주제를 파악한다. 긴 글은 여러 문단을 포함하고 있다. 각 문
단의 주제는 단원의 부분 주제이므로 단원 주제를 파악한다.
  교재에 제시된 그림과 표는 본문의 보조 자료이므로 그림과 표도 유심히 살펴보고 
의미를 이해하려고 해야 한다.
  책을 읽을 때 책에 서술된 내용이 묘사하는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지면 재미있다. 
공부한 내용에 대해 가능한 한 자신만의 그림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한다.
독해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글을 써보아야 한다. 글을 쓰려면 생각을 하게 된다. 주어
와 술어의 맥락이 매끄럽게 연결되는지, 문맥에 어울리는 적절한 단어를 찾으려고 노
력하고 띄어쓰기나 철자, 문장부호가 올바른지 고려하게 된다. 읽는 사람이 어떤 느낌
을 가질 것인지도 생각하게 된다. 여러분도 일기나 편지, 기사, 수필, 기행문, 독후감, 
감상문, 기안서, 시를 쓸 수 있으니 어느 하나라도 글을 써보기 바란다.
  제8주제 「4차 산업혁명으로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근래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사회가 빠르게 4차 산업
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4차 산업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새로운 일들
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미래사회에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미래사회가 새
로운 일들이 일어날 복잡적응적 시스템(complex adaptive system)으로 전환됨을 의
미한다. 복잡성이라는 개념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개념이다. 복잡성은 
알려지지도 않았고(unknown) 또 알 수도 없어서(unknowable) 어떻게 변화할지 모
르는 현상이다. 한편 복잡적응시스템(complex adaptive system: CAS)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능력을 가진 복잡하고, 비선형적이며,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이다. 이러
한 시스템은 불균형적인 환경 하에서 자기조직화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특징지어 진다. 하나의 CAS는 돌연변이, 자기조직화, 환경에 대한 내적인 모
형의 전환 및 자연선택 등에 의하여 진화한다. 일반적으로 복잡성의 관점에서 시스템 
동태를 관찰하는 연구자들은 시스템 동태의 유형을 사회시스템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데 대한 (또는 목적에 대한) 합의의 정도와, 그러한 행동의 결과 또는 관계들의 확실
성의 정도에 의하여 조직화된 (단순) 시스템 동태상황, 비조직화된 (또는 혼돈적)시스
템 동태상황 및 자제조직화 (또는 복잡성)시스템 동태상황으로 구분한다. 변화(목적)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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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시각에 대한 합의정도가 높고 활동 또는 활동결과에 대한 합의정도 역시 높은 
시스템은 조직화된 시스템 동태의 특성을 보인다. 비조직화된 시스템동태와 조직화된 
시스템동태 사이에는 조직화된 상태의 균형으로부터도 멀고 비조직화된 상태의 비통
합으로부터도 먼 특별한 시스템동태가 있는데, 이 시스템동태는 중앙통제나 의도에 
따라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그보다는 오히려 자체조직화(self organizing)하는 것으
로 알려지고 있다(Eoyang, 2002). 이러한 시스템 상황은 환경변화에 적응하여야 할 
니즈의 긴급성이 비교적 높은 상황이다. 즉 이러한 시스템상황에서는 식별할만한 새
로운 구조나 생각 또는 행태의 패턴들과 원칙들이 창발한다. 사회시스템의 세 가지 
동태들에 대한 관점은 사회변혁, 특히 제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현상이 일어난다
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사회변혁과정에서 어떠한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가 
하는데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준다. 제 4차 산업혁명은 제조기술뿐만 아니라 데이터, 
현대사회 전반의 자동화 등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사이버 시스템과 IoT, 인터넷 서비
스 등의 모든 개념을 포괄하는 의미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은 다른 혁
명과 달리 초지능의 혁명으로 불린다. 기존의 산업혁명이 기계 (1차), 전기 (2차), IT
기술 (3차)을 기반으로 진행되어 왔다면,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이 그 중심을 이루
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은 다른 산업혁명, 특히 3차 
산업혁명에 비해 속도나 범위, 영향도에 있어 완전히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제9주제 「중국의 부상과 21세기 세계 패권구도의 전망」: 등소평이 1978년 자본주
의 개방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개발 모델을 따라 경제발전에 매진해 
온 이래, 중국은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경제발전과 국가건설을 달성하고 있다. 이제 
중국은 21세기 세계 패권국가를 지향하는 초강대국으로 발돋음하고 있고, 이는 중국
과 거의 유일한 국경을 가지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악독한 독재국가로 한국의 안보
를 핵무기로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유일한 동맹국가가 중국이라는 점, 그리고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상대국이자, 긴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라는 점에서 한국의 생존
과 직결된 초미의 관심사가 아니라 할 수 없다.
  이글은 팽창하는 중국이 세계 패권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먼저 살펴보고, 
이결과로 중국과 미국에 의한 새로운 세계패권 구조의 구축 가능성을 탐색하고, 마지
막으로 중국의 부상이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전쟁으로 귀결될 가능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변동하는 세계에 미래는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기
하는 의문과 모색하는 가능한 대안들이 모두 한국의 생존과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
안들임에는 틀림없다. 한국의 지도자들과 학자들, 그리고 양식 있는 시민들이 깊은 관
심을 가지고 올바른 이해와 통찰력을 기르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결론적으로 위에 열거한 9개의 특강은 각 전공 분야의 특성을 살리면서 고교생이 
흔히 고민하고 의문을 갖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사계의 최고 권
위자인 명예교수가 수십 년 간 쌓아온 학문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하
는 점에서 이와 같은 「재능기부사업」은 더욱 확대되고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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