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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규정 제3조에 의하여 서울대학교에 
15년 이상 재직하고, 재직 중 교육 및 학술상의 업적이 현저하거나 서울대학교 발전
에 공헌한 사람이다. 따라서 명예교수로 추대된 인사는 최소 15년 내지 최장 40년여
를 특정 전공 분야에 종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시 말해 정년 후 총장에 의하여 
명예교수로 추대되어 자신이 오랜 기간 봉직한 전공 분야의 학문적 경험과 지식을 사
회와 후세를 위해 널리 전파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이를 언
제 어떻게 누구에게 선용할 수 있는지 잘 알지 못하여 전문 분야 최고의 학문적 능력
이 사장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이에 서울대 명예교수로 구성된 명예교수협의회는 명예교수가 갖고 있는 다재다능
한 학문적 재능을 개인적 사익이나 기술개발에만 이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사회에 환
원하여 공익적인 이익을 창출하고자 재능기부사업을 착수하여 널리 펼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동량인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무료봉사의 
재능기부사업은 사계의 최고 권위자인 저명한 학자를 직접 만나볼 수 있다는 기대감
에 고교생을 비롯하여 학부모에게도 그 인기가 매년 치솟고 있다.
  이에 그 동안 명예교수협의회에서 추진해온 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재능기부 
주제 중 일부를 선정하여 「고교생의 꿈을 현실로 이끄는 석학 가이드」를 마련하였다.
  이 가이드에는 먼저 우리가 세계 최고라고 자랑하는 한글-훈민정음의 가치와 이에 
관하여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나 잘못 알려진 것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돕는 내용을 
비롯하여 글씨기의 요체는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는 지 그 비법을 
알려주기도 한다. 나아가서 이해하기가 난해하기로 소문난 상대성이론을 쉽게 풀이한 
내용이나 현재 사회에 풍미되고 있는 문사철 중심의 인문학의 중요성을 비롯하여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에 대처하는 자세 등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고 있다. 뿐만 아
니라 광물자원의 개발과 이용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 인한 환
경문제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므로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며, 젊은 문학
청년을 위하여 독일 산문의 대가인 토마스 만과 서편제의 작가인 이청준을 대비하여 
소개한 글 등을 분석하고 정리하였다.
  앞으로 재능기부 사업을 수행하면서 얻어지는 명예교수의 특강 내용은 이와 같은 
형태의 가이드로 계속 이어갈 계획이며, 기회가 된다면 포켓형 소책자 또는 웹북으로 
발행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라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따라서 우선 이 보고서가 충실히 고교생의 미래를 위한 자료로서 고교생들에 의하
여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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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

  이 연구는 아래와 같은 학문 분야별 주제에 대한 논의로 종합되었다.

제1주제. 훈민정음의 비밀

임홍빈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1.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의 선물

  우리 민족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의 선물, 그것을 필자는 ‘훈민정음’이라고 생
각한다. 왜 그것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의 선물인가? 훈민정음에는 보통 사람으
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불가사의한 비밀이 숨어 있고, 그 비밀은 그것을 알아
보는 사람에게서만 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자기의 것을 소홀히 여기는 습벽이 몸에 배어 있다. ‘훈민정음’도 중국
의 한자나 구미의 알파벳에 비하여 그 가치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
이 있다. 중국의 한자를 으리으리한 기와집에 비유한다면, 한글은 초라한 초가집 정도
로 낮추어 보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고, 알파벳의 거대한 흐름에 비하면, 한글은 졸졸
거리는 개울물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훈민정음은 세종이 초정리약수터에서도 
생각하였다고 하고,1) 또 글자수도 28자밖에 되지 않으니, 그것을 만들어 내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훈민정음에 숨어 있는 비밀을 
알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천재의 선물인가를 깨닫게 된다.
  선물은 그냥 주는 것이다. 그것은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민족의 앞날
에 큰 빛을 던져 준 그를 우리는 이름조차 알지 못한다. 반대로 훈민정음에 대한 오
해와 편견은 실로 막심한 것이었다. 그것은 만약 훈민정음이 세종의 이름으로 반포된 
것이 아니었다면, 그 명맥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기 어려웠을 정도로 혹독한 것이었다. 
훈민정음은 한문의 특권을 누리던 상류층으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박해와 멸시를 
당하였다. 우리는 그 하나의 예를 세종실록의 훈민정음 간행 기사에서 볼 수 있다. 
그 박해의 양상도 엄청난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의 눈에는 

1) 초정(椒井) 약수를 ‘세계 3대 광천(鑛泉)’으로 소개하고 있는 비석에는 “일찍이 이조 세종임금께서 행
행하신 행궁터가 전하여 오고”와 같은 기사가 있다. 『조선왕조실록』 세종 14년 9월 4일 기미 첫 번
째 기사에는 세종이 “일찍이 온정(溫井)에 목욕하고자 하였으나, 그 일이 백성을 번거롭게 할까 염려
되어 잠잠히 있으면서 감히 말하지 않은 지가 몇 해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세종 14년 11월 1일
에도 풍진에 대한 기록이 있으나, 이것이 초정 약수를 말하는 것인지 확실치 않다. 『조선왕조실록』 
전체에 걸쳐서 초정 약수는 선조 이후 광해군 실록 등에 12건의 언급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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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오히려 훈민정음에 대한 우리 시대 최고의 학자들이 그것을 
오자, 오류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세종실록에 나타난 오자
나 기이한 형상이나 탈자는 결코 오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필자의 믿음이다. 그것
을 단지 오자로만 보아서는 훈민정음의 비밀의 문에 들어설 수 없다.
  여기서는 훈민정음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것, 잘못 알려진 것을 중심으로 훈민정음
의 비밀에 가까이 가 보기로 한다.

2. 훈민정음의 창제 시기와 문자 이름

  훈민정음에 대한 오해는 ‘훈민정음’이란 문자의 이름과 관련된 것도 있고, 훈민정음
이 있게 된 시기와 관련된 것도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훈민정음이 만들
어진 시기에 관한 것이다. 처음, ‘훈민정음’이 창제된 것을 세종 28년 9월 29일로 받
아들인 것은 조선왕조실록의 해당 기사를 잘못 해석한 데서 비롯한다. 우선 실록의 
관련 기사 및 그 해석을 다음과 같이 가져와 보기로 한다.

  (1) 세종실록 113권, 세종 28년 9월 29일 갑오 4번째 기사 (명 정통 11년)
가. 시월 훈민정음성(是月訓民正音成) 어제왈(御製曰) […] (세종실록 기사)
나. 이달에 《훈민정음(訓民正音)》이 이루어졌다. 어제(御製)에 […] 라 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다. 이번 달에 훈민정음이 완성되었다. (국어연구원, ‘알고 싶은 한글’)  

  (1가)는 세종실록 관련 기사의 첫부분을 보인 것이다. 문제는 ‘시월 훈민정음성(是
月訓民正音成)’에 있다. 이 중에서도 핵심적인 것은 ‘훈민정음’과 ‘성(成)’이다. (1나)
는 ‘훈민정음’에 안은겹괄호2)를 하였으나, (1다)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1나)는 
‘훈민정음’을 책으로 본 것이고, (1다)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나타내
지 않은 것이다. (1나)는 (1가)의 ‘성(成)’을 단순히 ‘이루어졌다’라고 번역한 데 대하
여, (1다)는 그것을 ‘완성되었다’로 표현하였다. ‘성(成)’이 ‘이룰 성’자이므로, 그것은 
‘이루어졌다’로 번역하는 것은 아주 무표적(無標的)인 것이다. 이에 대하여, 그것을 
‘완성되었다’로 번역하는 것은 다소 ‘유표적(有標的)’이다. ‘유표적인 것’은 혹 그것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들어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될 수 있다. 
  ‘완성’이란 말이 조선왕조실록에서 많이 사용된 것은 아니지만,3) ‘완성’이란 말이 
필요할 때에는 그 말을 그대로 쓴 것으로 보인다. ‘완성’이란 말은 비교적 시간이 많
이 걸리는 작업이 끝나게 되었을 때 쓴다. 특히 ‘공역(工役)’에 잘 쓰이는 말이다. ‘훈
민정음’이란 문자에 대하여 ‘완성’이란 말을 쓰게 되면, 문자를 만드는 데 상당한 시

2) ‘안은겹괄호’는 필자가 만든 말로 ‘《》’과 같은 괄호를 가리킨다. 책은 흔히 ‘꺾은겹괄호(『』)로 나타내
는 것이 일반적이다.

3) 조선왕조실록 전체를 통하여 ‘완성’이란 말이 쓰인 것은 원문에 9예, 국역에 21예가 있다. 이는 조
선왕조 때에 공역(工役)을 그렇게 많이 한 것은 아님을 말해 주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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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걸렸음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훈민정음’ 관련 기록에서 그것을 만드는 데 얼
마나 시간이 걸린 것인지를 말해 주는 자료는 찾을 수 없다. (1가)의 ‘훈민정음’이 문
자의 이름이라고 할 경우, 세상에 없던 문자가 새로 만들어진 것인데, 그것을 단순히 
‘성(成)’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적합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1가)의 ‘훈민정음’이 문자의 이름이 아니라, ‘책’의 이름이라는 것을 밝힌 것은 
1940년대의 방종현 선생이다. (1나)에서, ‘훈민정음’을 《훈민정음(訓民正音)》와 같이 
안은겹괄호 속에 넣은 것은 그때 만들어진 것이 ‘책’임을 나타낸 것이다.
  (1)의 세종 28년 9월 29일을 한글 창제일로 보아, 1926년에는 음력으로 9월 29일
을 ‘가갸날’로 정하여 기념하였고, 1928년에는 ‘가갸날’을 ‘한글날’로 바꾸었고, 1931
년에는 음력 ‘한글날’을 양력으로 환산하여 10월 29일을 ‘한글날’로 정하였다.4) 1940
년에는 전형필이 훈민정음 원본 소식을 듣게 되고, 안동의 이한걸 집에 전해 오던 
『훈민정음』(해례본)5)을 손에 넣어, 1945년 광복 후에는 해례본을 일반에 공개하였는
데, 『훈민정음해례』 끝부분의 정인지 발문6)에서 그 작성일이 ‘정통 11년 9월 상한’이
란 것을 확인함으로써, 1945년 이후에는 해례본의 ‘9월 상한’을 ‘9월 10일’인 것으로 
보아, 그것을 양력으로 바꾼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하게 된 것이다. 
  이는 모두 (1가)의 ‘훈민정음’을 책의 이름이 아니라, 문자의 이름으로 본 데 기초
한 것이다. 사정이 더욱 고약하게 된 것은 ‘한국천문연구원’ 생활천문관의 음양력변환
기에 의하면, 『훈민정음』이란 책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음력 1446년 9월 29일은 양력
으로 1446년 10월 19일이 되고, 정인지 발문의 음력 1446년 9월 10일은 양력으로 
1446년 9월 30일이 된다는 것이다. 정인지 발문을 근거로 ‘한글날’을 10월 9일로 정
하였다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한글날을 10월 9일로 정한 관련
자들은 ‘정통(正統) 11년 9월 10일’을, 정확하게 양력으로 환산하여 본 일이 없는 것
이다. 나라의 큰 날을 정하는 데 실로 엄청난 계산 착오가 일어난 것이다. 이를 다음
과 같이 제시하기로 한다. 

  (2) 세종 28년 9월 29일의 조선왕조실록 기사
가. 세종 28년 9월 29일의 훈민정음 관련 기사는 훈민정음』이란 책이 이루어

진 해이다.
나. 훈민정음해례의 ‘정통 11년 9월 상순’을 음력 9월 10일로 잡아, 그것을 

양력 1446년 10월 9일로 환산한 것은 나라의 국경일을 정한 사람들이 상당
한 잘못을 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천문연구소’의 '음양력변환기'에 
의하면, 음력 1446년 9월 10일은 양력으로 1446년 9월 30일이 된다. 이 

4) 국어연구원 홈페이지의 ‘알고 싶은 한글’ 참조.
5) 종래에는 1940년 이한걸의 집에서 발견된 책을 훈민정음(해례본)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여기서 이

는 훈민정음이라는 책과 훈민정음해례라는 책이 합쳐진 것으로 본다. 이에 의하면. 세종 서문은 
훈민정음이라는 책에 있는 것이고, 정인지 발문은 훈민정음해례에 있는 것이 된다.

6) 이는 흔히 ‘훈민정음’의 ‘정인지 서문’이라 하는 것이다. 주5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필자는 ‘정인지 
서문’이라는 것은 『훈민정음해례』의 ‘발문’인 것으로 본다. 임금이 책을 지어 그 앞에 서문을 썼는데, 
같은 책에 다시 신하가 서문을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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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을 기초로 ‘한글날’을 정한다면, ‘9월 30일’을 국경일로 삼아야 한다.  

  (2가)에 의하면, (1가)의 ‘훈민정음’은 훈민정음이란 책의 이름이다. ‘훈민정음’ 창
제년 및 그 이름과 관련하여 다음의 두 기사를 더 보기로 한다. 

  (3) 가. 정인지 발문의 일부: (a) 계해년 겨울에 우리 전하께서 (ㄱ) 정음 28자를 처
음으로 만들어 예의를 간략하게 들어 보이고 (b) 명칭을 《훈민정음》이라 하
였다. 물건의 형상을 본떠서 (ㄴ) 글자는 고전(古篆)7)을 모방하고, […] (ㄷ) 
28자로써 전환하여 다함이 없이 (ㄹ) 간략하면서도 요령이 있고8) 자세하면
서도 통달하게 되었다. (정인지, 훈민정음해례 발문, 1446년)

나. 세종 25년 실록의 기록: 이달에 임금이 친히 (ㄱ) 언문 28자를 지었는데, 
그 글자가 (ㄴ) 옛 전자(篆字)를 모방하고, (c) 초성ㆍ중성ㆍ종성으로 나누어 
합한 연후에야 글자를 이루었다. 무릇 (ㄷ) 문자(文字)에 관한 것과 이어(俚
語)에 관한 것을 모두 쓸 수 있고, 글자는 비록 (ㄹ) 간단하고 요약하지마는 
전환하는 것이 무궁하니, 이것을 (d) ‘훈민정음’이라고 일렀다.(세종 25년
(1443) 12월 30일 2번째 기사)

  (3가)는 1446년 훈민정음해례의 정인지 발문의 일부를 보인 것이다. (3가a)에서는 
‘정음 28자’가 만들어진 것이 ‘계해년’ 겨울임을 밝히고 있다. 이
에서 분명히 지적해야 할 것은 1443년에 만들어진 문자의 이름
이 ‘정음’이란 것이다. ‘계해년’은 1443년으로, 그것은 ‘정음’이 
이 세상에 태어난 해이다.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아무런 부끄러
움을 느낄 것이 없다. 왜 그것을 창제의 해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 처음에 훈민정음 창제년을 1446년으로 잡아 기념식도 거행
하였기 때문에, 창제일을 1443년 잡는 것이 부끄러운 것인가? 
여기에 ‘창제’는 1443년에 하였지만, 3년 간의 시험을 거쳐 1446
년에 ‘완성’하였다는 논리를 내세우는 것은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 내는 것이며, 혹세무민의 논리로 오류를 호도하려는 것이다. 진실 앞에는 아무
것도 부끄러워할 것이 없다. ‘정음’이란 문자는 1443년에 창제된 것이며, 1446년은 
훈민정음이란 책이 이루어진 해이다.9) 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기로 한다.

7) 이는 한자 서체의 하나이다. (3가)의 ‘고전’이나 (3나)의 ‘전서’는 같은 것을 가리킨다. 흔히 인감도장
에 쓰이는 꼬부랑거리는 모양의 한자이다. 

8) 이는 ‘간이요(簡而要)’를 번역한 것으로, ‘간단하고 단순하다’는 뜻으로 여겨진다. ‘간단하다’는 것은 
획이 복잡하지 않은 것을 말하고, ‘단순하다’는 것은 음절이 복잡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나ㄹ)의 
‘간단하고 요약하지마는’도 같다.

9) 이 해에 원고가 완성된 것은 분명하나, 훈민정음이란 책이 이때에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있
다. 간행된 책을 임금에게 보인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임금에게 결제를 받은 것은 원고 
상태로 받은 것이 아니라, ‘책’의 모습으로 받았을 것이다. 하나의 책이 인쇄를 거쳐 반포된 것이지만, 
1446년에 ‘훈민정음’이 간행된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중세에도 인쇄와 반포의 과정이 있었기는 
하나, 현대적인 간행 과정을 중세나 고대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림 1> 『훈민정음』 보
관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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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음’ 창제의 해
‘정음’이란 문자는 1443년에 창제된 것이며, 훈민정음이란 책은 1446년에 간
행된 것이다. 

  (3가ㄴ)의 안은겹괄호 속의 ‘훈민정음’은 책이름으로, 그것은 ‘정음’을 백성들에게 
가르친다는 뜻을 가진다. 그 또한 책이름으로 아무 부족함이 없다. (3나)는 1443년 세
종 25년의 실록 기사를 보인 것이다. (3나)는 전체적으로 (3가)와 흡사하다. (3나ㄱ)은 
(3가ㄱ)과 거의 완전히 같고, (3나ㄴ)의 내용은 (3가ㄴ)과 같고, (3나ㄷ∼ㄹ)도 (3가ㄷ)
과 내용이 같고, (3나ㄹ)은 (3가ㄹ)과 그 수식어까지 거의 완전히 동일한 것이다.10) 
이는 세종 25년 실록 기사가 세종 28년의 훈민정음해례의 정인지 발문을 참고하여 
쓴 것임을 의미한다. 여기서 혹시 3년 전에 어떻게 3년 후의 일을 적을 수 있는지 의
아하게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실록은 임금의 재세 중에 쓰이는 것이 아니다. 임금
의 사후에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참고하여 기술되는 것이므로, 1443년 기술에 1446
년의 일이 포함되는 것이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런데, (3나d)의 ‘훈민정음’은 책이름이 아니라, 문자 이름으로 쓰인 것이다. 이는 
(2가)와는 다른 것이다. 훈민정음언해 첫머리에 나타나는 기술을 (4가)와 같이 보이
고, 그것을 현대어로 (4나)와 같이 번역하고, (3나)의 해당 부분을 (4다)와 같이 가져
오기로 한다.

  (4) 문자 이름으로 쓰인 ‘훈민정음’의 예
가. 훈민정음(訓民正音)은 백성(百姓) 치시논 정(正) 소리라 (훈민정음언

해 1a)
나. 훈민정음은 백성 가르치는 바른 소리이다.((4가)의 번역)
다. 글자는 비록 간단하고 요약하지마는 전환하는 것이 무궁하니, 이것을 ‘훈민

정음’이라고 일렀다. (세종 25년 실록 기사)

  (4가, 나)는 ‘훈민정음’에 대한 주석으로, 훈민정음을 언해한 사람이 가졌던 당시
의 지배적인 생각을 반영한 것이다. ‘정음’ 혹은 ‘바른 소리’라는 것이 책일 수 없으므
로, (4가, 나)에서 ‘훈민정음’은 분명히 문자를 가리킨다. ‘훈민정음’이 ‘소리’를 적는 
문자이기 때문에, ‘정음’으로 부른 것이다. (4다)의 ‘훈민정음’도 문자를 가리킨다. ‘전
환이 무궁한 것’은 문자이지 책은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책이름 ‘훈민정음’이 문자 이름으로 된 것일까? 책이름으로 
‘훈민정음’은 ‘백성에게 정음을 가르친다’는 뜻으로 쓰인 것이었으나, ‘정음’을 핵으로 
하는 수식 구성이 되어, ‘백성 가르치는 정음’이 된 것이다. ‘백성 가르치는 정음’에서 
‘백성’은 (3나c)의 문맥에서 ‘한자를 못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3나d)의 ‘훈민정음’이 
암시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다. (3나c)에서 말하는 ‘초성ㆍ중성ㆍ종성으로 나누어 합한 

10) 정인지 발문에는 ‘간이요(簡而要)’인데, 세종실록에는 ‘간요(簡要)’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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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후에야 글자를 이루’는 것이 의미하는 것도 바로 이것이다. 하나의 음절이 ‘초성ㆍ
중성ㆍ종성으로 나누어 합한 연후에야 글자를 이루’는 것은 한자음이지 우리말이 아
니기 때문이다. (4다)의 ‘훈민정음’은 ‘백성’ 가운데서 일부를 제외한 것이다. 당시 한
자로 문자 생활을 영위하던 사관(史官)들은 자신들을 ‘훈민정음’을 향유하는 세대로 
인식하지 않았다.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의 동기가 비록 ‘어린 백성이 말하고자 할 바
가 있어도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놈’을 위한 것이었으나, 그 ‘백성’에는 ‘모든 사
람’이 포함되는 것이었다. ‘욕사인인이습(欲使人人易習)’의 ‘인인(人人)’이 바로 그 정
신을 말해 준다. ‘인인’은 ‘누구나’를 가리킨다. 그것은 백성 가운데서 일부의 대상을 
제외하는 의미가 아니다. ‘인인’을 ‘인(人)’ 하나만 쓰는 것은 ‘누구나’의 정신이라 할 
수 없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기로 한다.

  (5) 가. 1443년 당시 훈민정음의 정식 이름은 ‘정음’이었다.
나. 1446년 이후 ‘정음’보다는 ‘훈민정음’으로 정음을 가리키게 되었다. 그것은 

오늘날과 달리, 한글을 한자로 문자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불쌍한 백성들
을 위한 문자로 생각하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

  당시 한자로 문자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한 상류 계급은 ‘정음’ 창제로 자신들
의 독점적인 지위가 위협받게 된 것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세종을 몹시 미워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세종실록의 훈민정음 서문을 ‘어제왈’로 시작한 것이 그러한 대접
의 하나이다. 이것은 실록 기사에서 정인지 발문11)이 ‘정인지 서왈’로 시작되는 것과 
대조된다. ‘어제왈’에 대하여 우리는 그것이 ‘어제서(御製序)’나 ‘어제서문(御製序文)’
과 같이 기술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제왈’이란 말은 조선왕조실록 전체에 걸
쳐 단 3번 나타나는데, 그것은 임금이 종잇장에 아주 간단히 쓴 것을 가리킨다. 조
선왕조실록 전체에 걸쳐서 ‘어제서’나 ‘어제서문’이란 말이 등장하는 것은 22예가 된
다. 그 대부분은 중국 황제의 서문을 가리킨다. 조선왕의 서문을 ‘어제서문’과 같이 
지칭한 것은 정조 때이다.12) 그렇더라도, 우리는 훈민정음의 세종 서문은 ‘어제서’
로 시작되었기를 바라는 것이다. 실록에서 ‘어제서’와 ‘예의’ 부분이 끊어지지도 않는 
것도 세종에 대한 대접이 얼마나 소홀한 것이었던가를 말해 준다. 

3. 세종 서문과 108자의 비밀

  김광해 (1982, 1989)에서 밝혀진 중요한 사실의 하나는 훈민정음 세종 서문의 글
자수가 한문으로는 54자이나, 그 언해는 108자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13) 훈민정음

11) 훈민정음은 세종 어제 훈민정음과 훈민정음해례 두 책이 합본된 책이다. 이를 하나의 책으로 
보아 세종의 ‘어제서’와 ‘정인지 서’가 같은 책에 실려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임금이 서
문을 쓴 책에 다시 신하가 서문을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훈민정음에는 ‘어제서’가 있는 
것이고 훈민정음해례에는 ‘정인지 발문’이 있는 것이다.

12) ‘어제서왈(御製序曰)’과 같은 말은 나타나지 않는다.    
13) 김광해 선생은 훈민정음 어제 서문을 붓글씨로 쓰려고 하다가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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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서문과 그 언해를 다음과 같이 보이기로 한다.

  (6) 훈민정음 세종 서문
國之語音異乎中國與文字不相流通故愚民
有所欲言而終不得伸其情者多矣予爲此憫
然新制二十八字欲使人人易習便於日用耳 (18자 3행, 도합 54자)

  (7) 훈민정음 (언해본) 세종 서문
나랏말미中國에달아文字와로서르
디아니이런젼로어린百姓이니르고
져배이셔도내제들시러펴디몯
노미하니라내이爲야어엿비너겨새로
스믈여듧字노니사마다수
니겨날로메便安킈고져라미니라 (18자 6행, 도합 108자)

 
  (6)은 훈민정음 세종 서문이 한자로 54자임을 보인 것이고, (7)은 그것이 우리말
로는 108자로 번역된 것을 보인 것이다. 108은 백팔번뇌를 상징하는 숫자로, 불교와
의 관련을 암시한다. 김광해 (1982, 1989)는 이 자수가 인위적인 조절에 의하여 만들
어진 것으로 보았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두 가지 증거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8) 가. ‘여문자불상류통(與文字不相流通)’의 ‘여 (與)’는 ‘~로 더브러, ~로 다’과 
같이 번역하는 것이 당시에는 일반적이었다. (7)에서는 이러한 번역을 취하
지 않았다. 이는 자수를 조절하여 108자를 만들기 위한 인위적인 조치로 
생각된다.

나. (6)의 ‘유통 (流通)’은 ‘흘러 디’로 번역되었어야 할 것이나, ‘유(流)’에 
해당하는 ‘흘러’가 번역되지 않았다.

 
  (8가)는 ‘여 (與)’를 ‘～로 더브러’로 번역하지 않고, ‘～와로’로 번역한 것을 말한다. 
15-16세기 언해 문헌에서 ‘～로 더브러’는 70예 정도가 찾아진다. 이에 대해서 ‘～와
로’는 90예나 찾아진다. ‘～와로 서르’의 예만도 5~6예나 찾아진다. ‘여문자(與文字)’
의 ‘여’를 ‘～와로 서르’로 번역하였다고 하여도 특별한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 그러나 
‘~로 더브러’로 번역할 수 있는 것을 ‘~와로’로 번역하였다는 사실까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김광해(1989)는 (6)의 ‘유통(流通)’을 ‘흘러 디’로 번역하는 것
이 더 일반적인 15세기의 문장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15～16세기 중세어 자료 
중 ‘흘러’가 쓰인 것은 201예나 있으나, 뒤에 ‘사-’이 이어지는 예는 찾기 어렵다. 
‘유통’은 오히려 ‘유통(流通)’이란 한자어 그대로 쓰이는 예가 세종 서문의 예 말고도 
21예나 찾아진다. 그러나 여기서도 협주에 ‘流通 흘러  씨라’와 같이 풀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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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에 그 번역에 ‘흘러’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의도가 작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08이란 숫자가 불교와 관련된 번뇌의 숫자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불교 관계의 인물
이 ‘훈민정음’과 관련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당시 세종 주변에 있었던 불교 관계의 인물
로는 ‘신미(信眉)’도 있었고, 정의공주(貞懿公主)도 있었다. 세종도 불교를 매우 가까이 하였다. 
실록에는 세종의 불당 설치에 반대하는 상소가 많다. ‘훈민정음’ 창제에 불교 관계의 인물이 
참여하였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4. 훈민정음의 불가사의 

 4.1. 군규쾌업(君虯快業)의 비밀
  훈민정음의 음가 설명은, 문제의 자모가 무슨 한자의 초성과 같고, 또 무슨 한자
의 중성과 같다는 식으로 설명된다. 이를 다음과 같이 보이기로 한다.

  (9) 초성 자모의 음가 설명
ㄱ 牙音 如君字初發聲 ㄱ 엄쏘리니 君ㄷ字 처 펴아나 소리 니
   並書 如虯字初發聲      쓰면 虯ㅸ字 처 펴아나 소리 니라.
ㅋ 牙音 如快字初發聲   ㅋ 엄쏘리니 快ㆆ字 처 펴아나 소리 니라
ㅇ 牙音 如業字初發聲   ㆁ 엄쏘리니 業字 처 펴아나 소리 니라
ㄷ 舌音 如斗字初發聲   ㄷ 혀쏘리니, 斗ㅸ字 처 펴아나 소리 니
   並書 如覃字初發聲      쓰면 覃ㅸ字 처 펴아나 소리 니라.
ㅌ 舌音 如呑字初發聲   ㅌ 혀쏘리니, 呑ㄷ字 처 펴아나 소리 니라.
ㄴ 舌音 如那字初發聲   ㄴ 혀쏘리니, 那ㆆ字 처 펴아나 소리 니라.
ㅂ 脣音 如彆字初發聲   ㅂ 입시울쏘리니 彆字 처 펴아나 소리 니
   並書 如步字初發聲    쓰면 步ㆆ字 처 펴아나 소리 니라.
ㅍ 脣音 如漂字初發聲   ㅍ 입시울쏘리니 漂ㅸ字 처 펴아나 소리 니라.
ㅁ 脣音 如彌字初發聲   ㅁ 입시울쏘리니 彌ㆆ字 처 펴아나 소리 니라.
ㅈ 齒音 如卽字初發聲   ㅈ 니쏘리니 卽字 처 펴아나 소리 니
   並書 如慈字初發聲      쓰면 慈ㆆ字 처 펴아나 소리 니라.
ㅊ 齒音 如侵字初發聲   ㅊ 니쏘리니 侵ㅂ字 처 펴아나 소리 니라.
ㅅ 齒音 如戌字初發聲   ㅅ 니쏘리니 戌字 처 펴아나 소리 니
   並書 如邪字初發聲      쓰면 邪ㆆ字 처 펴아나 소리 니라.
ㆆ 喉音 如挹字初發聲   ㆆ 목소리니 挹字 처 펴아나 소리 니라.
ㅎ 喉音 如虛字初發聲   ㅎ 목소리니 虛ㆆ字 처 펴아나 소리 니
   並書 如洪字初發聲      쓰면 洪ㄱ字 처 펴아나 소리 니라.
ｏ 喉音 如欲字初發聲   ㅇ 목소리니 欲字 처 펴아나 소리 니라.
ㄹ 半舌音  如閭字初發聲 ㄹ 半혀쏘리니 閭ㆆ字 처 펴아나 소리 니라.
ㅿ 半齒音  如穰字初發聲 ㅿ 半니쏘리니 穰ㄱ字 처 펴아나 소리 니라.

ㆍ 如呑字中聲 ㆍ 呑ㄷ字 가온 소리 니라.
ㅡ 如卽字中聲 ㅡ는 卽字 가온 소리 니라.
ㅣ 如侵字中聲 ㅣ 侵ㅂ字 가온 소리 니라.
ㅗ 如洪字中聲 ㅗ 洪ㄱ字 가온 소리 니라.
ㅏ 如覃字中聲 ㅏ 覃ㅂ字 가온 소리 니라.
ㅜ 如君字中聲 ㅜ는 君ㄷ字 가온 소리 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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ㅓ 如業字中聲 ㅓ는 業字 가온 소리 니라.
ㅛ 如欲字中聲 ㅛ 欲字 가온 소리 니라.
ㅑ 如穰字中聲 ㅑ 穰ㄱ字 가온 소리 니라.
ㅠ 如戌字中聲 ㅠ는 戌字 가온 소리 니라.
ㅕ 如彆字中聲 ㅕ는 彆字 가온 소리 니라.

  여기서 ‘ㄱ’의 음가를 보이기 위한 ‘君’과 같은 한자를 ‘음가 표시 대표자’ 또는 그냥 
‘대표자’라 부르기로 한다.14) 이 대표자들은 그대로 ‘동국정운’의 운목자(韻目字)로 쓰이
고 있다. 이들 대표자들에 중국 운서의 운목자들과는 다른 한자들이 쓰이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최세진의 사성통해에 제시된 ‘광운(廣韻) 36자모지도’를 (10)과 같이 보이
고, 훈민정음 초성자를 7음과 음성 자질에 따라 (11)과 같이 보이기로 한다. 

  (10) 광운 36자모도15)

    

五音 角 徵 羽 商 宮 半徵半商
五行 木 火 水 金 土 半火半金
七音 牙音 舌頭音 舌上音 脣重音 脣輕音 齒頭音 正齒音 喉音 半舌半齒
全淸 見 端 知 幫 非 精 照 影
次淸 溪 透 徹 滂 敷 淸 穿 曉
全濁 群 定 澄 竝 奉 從 牀 匣

不淸不濁 疑 泥 孃 明 微 喩 來  日
全淸 心 審
全濁 邪 禪

  (11) 훈민정음 23자모도

           

牙音 舌音 脣音 齒音 喉音 半舌音 半齒音
全淸 君 斗 彆 卽 挹
全濁 虯 覃 步 慈 虛
次淸 快 呑 漂 侵 洪

不淸不濁 業 那 彌 欲 閭  穰
全淸 戌
全濁 邪

  먼저 지적할 것은 (10)의 광운과 달리, (11)의 훈민정음에서는 초성자를 음성 
자질에 따라, 전청, 차청, 전탁, 불청불탁과 같은 순서로 배열하지 않고, 전청, 전탁, 
차청, 불청불탁과 같이 배열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먼저 생기는 의문은 왜 중국 
운서와는 다른 글자를 선택하고 그 배열을 달리한 것일까 하는 것이다. 중국 운서와 
겹치는 글자는 단 하나 ‘사(邪)’자밖에 없다.16) ‘사(邪)’를 제외한 나머지 대표자들을 
왜 모두 바꾼 것인까? 이에 대해서 홍기문(1946: 12-13)은 중국 운서의 성모들이 우

14) 이를 권재선(1988)에서는 ‘보기글자[例字]’와 같이 부르고 있다. 운서의 경우에는 ‘보람글
자[標字]’와 같이 부르고 있다.

15) 최세진의 ‘사성통해’에는 廣韻 36字母之圖 외에도 韻會 35字母之圖, 洪武韻 31字母之圖가 그
려져 있다. 그리고 유희(柳僖)의 언문지에는 이 외에도 集韻 36字母가 제시되어 있다. 廣韻은 
후음을 심후(深喉)와 천후(淺喉)로 나누고 있다.

16) 이는 홍기문(1946)이나 이돈주(1988)에서도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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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통용음과 달랐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왕 바꾸는 길에 가능한 한 통용음
과 맞춘 것으로 본 것이다. 
  훈민정음 대표자는 행을 달리하여 제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합하여 일정한 
의미를 이룬다는 생각을 그 동안은 거의 하지 못했다.17) 필자는 졸고(2006)에서 (11)
의 대표자들이 일정한 의미를 나타내기 위하여 선택된 것으로 보았다. 그것은 (10)의 
한자도 마찬가지이다. 아음 대표자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보이기로 한다.

  (12) 훈민정음 아음 대표자의 배열과 의미 
가. 君 임금, 주권자.
나. 虯 규룡, 양쪽 뿔이 있는 새끼 용, 뿔 없는 용.
다. 快 쾌하다, 상쾌하다,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병세가 좋아지다.
라. 業 일, 사업, 학문, 기예, 기초, 시작, 직업, 생계, 생업.

  이 구절 ‘군규쾌업(君虯快業)’은 ‘임금과 왕자가 훈민정음 만드는 일을 좋아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 의미를 최대한 부연하면, ‘임금과 왕자가 훈민정음 만드는 
일을 좋아한다’와 같은 것이 될 수 있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기로 한다. 

  (13) 아음 대표자 배열의 의미
‘군규쾌업(君虯快業)’은 ‘임금과 왕자가 일을 좋아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를 
최대한 부연하면, ‘임금과 왕자가 훈민정음 만드는 일을 좋아한다’와 같은 것이 될 
수 있다. 

  세종이나 왕자들이 훈민정음에 이러한 의미를 숨겨 두었을까? 그렇다고 보기 어
렵다. (13)의 기술은 임금과 왕자나 공주가 일을 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시선(視線)이 
객관적이다. 그들을 바라보는 누군가 제3자가 있다. (10)의 광운의 운목자들도 단순
히 음가를 예시하는 자들만이 아니라는 사실도 그동안은 잘 지적되지 않은 것이다. 
아음의 ‘견계군의(見溪群疑)’는 ‘흐르는 시내를 보니 뭇 생각이 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훈민정음 설음자의 대표자 ‘두담탄나(斗覃呑那)’의 연결은 ‘널리 퍼지는 것을 감
추는 것이 어떻겠느냐?’와 같이 해석될 수 있다. ‘(군왕의 공이) 널리 퍼지는 것을 드
러내어 자랑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광운의 설두음 ‘단투정니
(端透定泥)’는 ‘올바로 지극히 하면, 더럽고 썩은 것을 제대로 되게 할 수 있다’와 같
이 해석될 수 있다. 광운 설상음의 ‘지철징미(知徹澄彌)’에서는 ‘지식이 환하면, 어
미를 맑게 한다.’ 즉 ‘지식이 많으면 어미를 기쁘게 한다’는 뜻을 얻을 수 있다. 

17) 졸고(2006)에서는 수양에 초점을 맞추었다. 누군가 배후에 있음은 암시하는 정도로 그쳤다. 안병희
(2002)에서도 “五音으로 나뉜 자모의 선정과 배열 곧 ‘君虯快業......閭穰’에는 일정한 의미가 나타나
게 고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다.”와 같이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의미에 대해서는 깊이 
들어가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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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민정음 순음자는 치음자와 함께 해석된다. ‘별
보표미(彆步漂彌)’는 ‘잘못된 행위가 시작된 것이 오
래면’ 정도의 뜻이고, ‘즉자침술사(卽慈侵戌邪)’는 ‘곧 
자비가 들어가 사악한 것을 바르게 한다’는 뜻으로, 
‘자비로써 사악한 것을 바로잡는다’는 것을 뜻한다. 
‘별보표미 즉자침술사(彆步漂彌 卽慈侵戌邪)’는 전체
적으로 ‘잘못된 행위가 오래된즉 자비로써 사악한 것
을 바로잡는다’는 뜻이 된다. 군왕의 도리를 말한 것
으로 여겨진다.
  이에 대하여, 광운 순중음 ‘방방병명(幫滂竝明)’에
서는 ‘도움이 많으면 밝음을 아우른다’의 뜻을 얻을 
수 있고, 순경음의 ‘비부봉미(非敷奉微)’에서는 ‘자질
구레한 것을 받드는 것을 공포하지 않는다’ 즉, ‘약자

를 받든다는 것을 널리 알리지 않는다’는 뜻을 얻을 수 있다. 치두음의 ‘정청종심사
(精淸從心邪)’에서는 ‘찧을 쌀의 맑음이 마음의 간사함을 따른다’는 뜻을 얻을 수 있
다. ‘사람 마음이 간사하여 찧은 쌀의 맑음을 좇는다’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뜻일까? 정치음의 ‘조천상심선(照穿牀審禪)’에서는 ‘햇빛
이 마루를 뚫고 들어와 고요함을 살핀다’는 뜻을 얻을 수 있다.
  훈민정음의 후음 대표자와 반설반치음의 대표자는 ‘읍허홍욕려양(挹虛洪欲閭穰)’
에서 ‘읍허(挹虛)’는 ‘욕심이 없는 것을 당기다, 준비가 안 된 것을 당긴다’는 뜻으로 
‘의욕을 내다’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여(閭)’는 마을의 문을 뜻한다. ‘나
라’를 뜻하는 것으로 보면, ‘여양(閭穰)’은 ‘나라의 풍년’을 가리킨다. ‘읍허홍욕려양
(挹虛洪欲閭穰)’은 전체적으로 ‘조금 부족하더라도 의욕을 내어 크게 바라기는 나라의 
풍년이다’와 같이 해석될 수 있다. 
  광운 후음과 반설음 및 반치음의 ‘영효갑유내일(影曉匣喩來日)’에서는 ‘그림자가 
밝아오는 갑이 내일을 깨우쳐 준다’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갑(匣)’은 방(房)을 의미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구절은 ‘어둠이 걷혀가는 방이 내일이 온 것을 알
려 준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새로운 세상의 도래를 암시한다.
  중성 대표자의 경우도 무의미한 글자의 나열된 것은 아니다. 이미 초성자로 제시된 
대표자를 그대로 쓰고 있다.

  (14) 중성 대표자의 해석
가. 탄즉침(呑卽侵): 삼키는 것이 공격하는 것이다. 즉 참는 것이 이기는 것이

다.
나. 홍담군업(洪覃君業): 임금의 하는 일을 널리 퍼지게 하다.
다. 욕양술별(欲穰戌彆): 풍년을 바라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

<그림 2> 태백산사고본 (1) : ‘아래 
아’가 찍혀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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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첫째 초성 대표자로 이미 나온 한자만을 이용하여 그 
음가를 표시하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 그 의미의 내포나 외연도 초성자의 배열에 숨
어 있는 의미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4.2. 초성 대표자 한자 조합의 불가사의
  이제 초성 대표자 한자들의 음을 다음과 같이 보이기로 한다.

  (14) 초성 대표자들의 음과 중성 및 종성

君 虯 快 業 斗 覃 呑 那 彆 步 漂 彌 卽 慈 侵 戌 邪 挹 虛 洪 欲 閭 穰

군 뀨 쾌  두 땀  나  뽀 표 미 즉  침  쌰  허  욕 려 
  이들 한자음을 중성이 같은 것끼리 묶어 놓으면 다음과 같이 된다(전몽수 1949, 안
병희 2002, 2004 참조).18)   

  (15) 중성이 같은 한자음의 묶음
(가) 나 : 땀  (나) 쌰 :   (다) 허 :   (라) 려 : (별)  (마) 뽀 :   
(바) 표 : 욕  (사) 두 : 군  (아) 뀨 : (슐)  (자)  : 즉  (차) 미 : 침  
(카)  :   (타) 쾌 : ∅

  (15가-타)에는 중성이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ㆍ’로 모두 꼭 두 번
씩 들어 있다. ‘쾌’의 ‘ㅙ’만이 예외로 짝이 없다. (14)에서 쌍을 이룬 두 한자 중 하
나는 종성을 가지지 않고, 다른 하나는 종성을 가진 한자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15
자)의 ‘’과 ‘즉’만이 예외이다. ‘*’와 같이 중성 ‘ㅡ’로만 끝나는 한자음이 한국어
에는 없기 때문이다. 
  다시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같은 종성을 가진 한자음도 꼭 두 개씩 짝을 이루고 
있다.

  (16) 종성을 같이하는 한자음
(가) 욕 : 즉 (나) 군 :  (다) 볃() : 슏() (라) 땀 : 침 (마)  :  
(바)  : 

  (16가-바)에서 종성만을 보면, ‘ㄱ, ㄴ, ㄷ(ㅭ), ㅁ, ㅂ, ㆁ’ 종성을 가진 한자들이 
둘씩 짝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ㄷ, ㅅ’이 빠진 것은 한국 한자음에 종성 ‘ㄷ’
이나 ‘ㅅ’를 가진 예가 없기 때문이다. 이 글자들의 배열에는 우리 민족사의 가장 위
대한 천재가 발휘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보통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다. 이 배열에 동시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두뇌 작용이 어떠한 것인가를 다음과 같이 

18) 고노(1989)에도 유사한 지적이 있다고 한다. 안병희(2002, 20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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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기로 한다. 

  (17) 훈민정음 음가 대표자의 선택과 배열 
가. ‘훈민정음’의 음가를 설명하는 음가 대표자는 아설순치후(牙舌脣齒喉)의 조

음점을 횡으로 하고, 전청, 전탁, 차청, 불청불탁의 자질을 종으로 하여 그
들이 교차하는 위치에 정확히 놓일 수 있는 한자를 선택하였다.

나. 음가 대표자는 초성자 음가를 정확히 반영하면서, 동시에 동일한 한자들의 
집합에 같은 중성을 가진 한자의 짝이 정확하게 각각 두 개씩만 포함되도
록 배려한 것이다. 

다. 음가 대표자는 위의 (가), (나)와 함께 동일한 한자들의 집합에 같은 종성
을 가진 한자들의 짝이 정확하게 두 개씩만 포함되도록 배려한 것이다.   

라. 음가 대표자는 위의 (가), (나), (다)와 함께 동시에 아설순치후의 한자들이 
각각 전청, 전탁, 차청, 불청불탁의 자질에 따라 일정한 의미를 표현하도록 
배려한 것이다. 

마. 음가 대표자는 위의 (가), (나), (다), (라)와 함께 중성의 천지인(天地人) 삼
재와 초출자 및 재출자의 순서로 배열된 한자들이 의미가, 초성자들의 연
결이 가지는 의미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훈민정음은 초성자를 그대로 종성자로 쓰도록 규정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성부용초성(終聲復用初聲)'의 원리
이다. 이는 초성과 종성의 음소 분석이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말하는 동시에, 훈민정음
을 음소 문자가 되게 한 원리이다.  
  세종이 영특한 군왕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5차원적 혹은 6차원적인 두뇌 작업도 
가능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군왕에 적합한 일이 아니다. 이것은 
누군가 두뇌가 비상하게 좋은 사람이 한 일이다. 그것은 신미(信眉)일 수도 있고, 수
양일 수도 있고, 정의공주(貞懿公主)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정음의 공식
적인 창제자가 세종이라는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는 집을 짓는 것에 비유
할 수 있다. ‘나’는 의지를 가지고 돈만 내면 된다. ‘내’가 집을 짓는 데 들어가는 모
든 기둥을 세우고 대패질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세종은 정음 창제의 의지를 표현
하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 뜻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위대한 천재 혹은 
천재들이 한 것이다. 

5. 세종실록의 문자 테러 

 5.1. 세종실록 기사의 오자 및 기이한 한자
  세종실록의 훈민정음 간행 기사의 세종 서문과 예의(例義) 및 훈민정음해례의 정
인지 발문에는 이상하게도 기이한 한자와 오자, 오류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박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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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에서 지적된 오자들은 아래와 같다. 

  (18) 박종국 (1984)에서 지적된 실록의 오기
가. ‘欲使人易習’은 ‘欲使人人易習’의 잘못이다. 
나. ‘如蚪字初發聲’은 ‘如虯字初發聲’의 잘못이다.
다. ‘呑字初發聲’은 ‘如呑字初發聲’의 잘못이다.
라. ‘唇音’은 ‘脣音’의 잘못이다.
마. ‘如戍字初發聲’과 ‘如戍字中聲’은 ‘’如戌字初發聲’과 ‘如戌字中聲’의 잘못이

다.  
바. ‘則爲唇輕音’은 ‘則爲脣輕音’의 잘못이다.
사. ‘ㅡㅗㅜㅛㅠ附書初聲之下’은 ‘ㆍㅡㅗㅜㅛㅠ附書初聲之下’의 잘못이다.
아. ‘ㅣㅓㅏㅑㅕ附書於右’는 ‘ㅣㅏㅓㅑㅕ附書於右’의 잘못이다. 

  (18)에는 여러 가지 더 지적할 점이 있고 미흡한 점이 있으나, 오자에 대한 첫 지적이
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정인지 발문에 나타나는 오류에 대해서는 박지홍(1999)의 
지적이 있다.

  (19) 박지홍 (1999)의 지적
가. 정인지 꼬리말의 ‘문장(文章)’이 실록에서는 ‘문물(文物)’로 되어 있다.
나. 정인지 꼬리말의 ‘불종(不終)’이 실록에서는 ‘불숭(不崇)’으로 되어 있다.
다. 정인지 꼬리말의 ‘능변(能辨)’이 실록에서는 ‘능변(能卞)’으로 되어 있다.

  현재에도 이들을 단지 오자, 오류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나, 오자론의 주장에는 이
상한 한자의 형상에 대한 지적은 없는 것이다. 기이한 한자들은 단순한 오자나 오류 또
는 기이한 형상이라고만 할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필자는 졸고(2006, 2008, 
2012 및, 2013a-d)에서 세종실록의 훈민정음 간행 기사에 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제
시한 바 있다. 여기서는 졸고(2006, 2013a, d)를 중심으로 오자와 기이한 한자 및 오류
에 대한 생각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기로 한다.

  (20) 세종실록 훈민정음 간행 기사의 오자, 기자 등 
가. 세종 서문의 ‘여문자불상유통(與文字不相流通)’의 ‘더불 여(與)’자

가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다. 글자 전체가 오른쪽으로 기울어 있
고, 특히 가운데 윗부분의 모습이 손을 내밀어 다른 사람에서 어
서 오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다.

나. 세종 서문의 ‘욕사인인이습(欲使人人易習)’이 실록에는 ‘욕사인양
습(欲使人昜習)’과 같이 ‘사람 인 (人)’자가 하나만 쓰이고 있다. 

다. 세종 서문의 ‘이습(易習)’을 실록에서는 ‘양습(昜習)’으로 적었는데, ‘양습

<그림 3> 
더불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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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昜習)’이 ‘이습(易習)’을 적은 것으로 보기도 한다. 태백산사고본
에는 ‘양습 (昜習)’의 ‘양 (昜)’이 ‘날 일 (日)’자 밑에 ‘한 일(一)’자
가 있고 그 아래 ‘말 물 (勿)’자가 오는 형상을 하고 있다. 

라. 자음 ‘ㄱ’을 설명하는 ‘여군자초발성 (如君字初發聲)’의 ‘군 (君)’자
에서 윗부분의 ‘다스릴 윤 (尹)’자 아래 가로획의 앞부분이 없고, 
가로획과 세로획이 만나는 교차점이 공백으로 되어 있다. 

마. ‘ㄱ’의 병서자인 ‘ㄲ’의 대표자인 ‘규 (虯)’를 ‘두 (蚪)’로 적고 있다.9) ‘두
(蚪)’자의 ‘벌레 충’변에는 본래 삐침(丿)이 없는데, 실록에 쓰인 글자에는 
삐침이 있다.

바. ‘ㅌ’에 대한 풀이에서 ‘ㅌ설음 (舌音) 탄자초발성 (呑字初發聲)’과 같이 ‘설
음’ 뒤에 ‘여 (如)’자가 빠져 있다.

사. ‘ㄴ설음’의 ‘혀 설 ’자 앞에 뱀의 형상인 것 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다. 정족산사고본에는 이러한 그림이 없다.   

아. ‘ㅃ’의 예시자 ‘보 (步)’자가 특이하다. ‘같이 가자’를 뜻하는 것 
같다. 정족산사고본에는 ‘그칠 지’의 왼쪽 세로줄기가 조금 휘
어져 있을 뿐이다.

자. ‘ㅎ’의 음가 설명에 나오는, 목구멍 ‘후 (喉)’에, 오른쪽 한자가 보이는 바와 
같이, ‘뚫을 곤(丨)’자를 더한 글자를 쓰고 있다. 편의상 이를 
‘목구멍 뚫을 후’자라 부르기로 한다. 정족산사고본의 글자도 유
사하다. 다만 ‘뚫을 곤’자의 길이가 짧다. 태백산사고본에서는 
목구멍 ‘후 (喉)’의 ‘뚫을 곤’ 옆에 오는 방(旁)에는 ‘사사로울 사
(厶)’에 밑에 ‘잃을 실 (失)’자가 오는 형태로 되어 있다. 정족산
사고본에서는 ‘장인 공(工)’자 아래에 ‘화살 시 (矢)’자가 오는 보
통의 글자가 쓰이고 있다. 

차. ‘ㅇ’ 음가 설명에 쓰인 ‘후음’의 ‘후 (喉)’자의 ‘입 구 (口)’변의 오른쪽 내린 
획의 중간이 끊어져 있다. 정족산사고본에는 목구멍 ‘후(喉)’자에 ‘뚫을 곤
(丨)’자를 더한,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목구멍 뚫을 후’자가 쓰이고 있다. 
‘뚫을 곤’ 자의 길이도 일반적인 ‘기후 후’에 있는 것보다 다소 길다.

카. ‘여탄자중성(如呑字中聲)’과 같은 풀이에 제시자인 ‘아래 아’가 찍히지 않
았다. 국사편찬위원회와 세종대왕기념사업회의 홈페이지본에는 큰 검은 동
그라미 점이 그려져 있다. 정족산사고본에도 큰 검은 동그라미 ‘아래 아’가 
찍혀져 있다. 

타. 모음 ‘ㅜ’를 설명하는 ‘여군자초발성(如君字中聲)’의 ‘군 (君)’의 ‘다스릴 윤’
자의 위 가로획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정족산사고본에는 정상적인 

9) ‘두 (蚪)’는 대부분 사전에서 ‘올챙이 두’자로 풀이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네이버사전의 한자사전에서는 
‘올챙이 두’ 외에도 ‘규룡 규’란 풀이가 더 있다. 규룡 (虯龍)은 ‘양쪽 뿔이 있는 새끼 용’과 ‘뿔 없는 용’의 
두 가지 뜻이 올라와 있다. 실록 편찬자들은 이 음과 뜻도 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5마)에 대한 뒤의 풀
이 참조 요망. 

<그림 4> 
동국정운
의 ‘여’자

<그림 5> 
‘혀 설’자 
모습

<그림 6> 
‘목구멍뚫
을 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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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君)’자가 쓰이고 있다.
파. 중성자의 아래쪽 부서(附書) 풀이에 ‘ㆍ’가 찍히지 않았다. 국사

편찬위원회의 홈페이지에는 ‘검은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다. 정
족산사고본에도 ‘검은 동그라미’가 찍혀 있다. 

하. 중성자의 오른쪽 부서 풀이에 ‘ㅏ, ㅓ’가 ‘ㅓ, ㅏ’와 같이 순서가 
바뀌었다. 정족산사고본에도 자모의 순서가 바뀌어 있다. 

갸. 성조 설명의 ‘무즉평성(無則平聲)’에 쓰인 ‘없을 무 (無)’자가 기
괴한 모양을 하고 있다. 정족산사고본에 쓰인 ‘무’자는 정상적
인 글자이다.

냐. 성조 설명에서 ‘입성가점동이촉급(入聲加點同而促急)’에서 ‘입
(入)’자와 ‘가 (加)’자 뒤에 ‘입(入)#성가 (聲加)#점동이촉급(點同
而促急)’과 같이 두 군데에 공백(#)이 있다. 정족산사고본에는 이러한 공백
이 없다. 

댜. 정인지 발문을 ‘정인지서왈(鄭麟趾序曰)’로 도입하고 있다. ‘정인지’의 이름
자 앞에 ‘신(臣)’자를 넣지 않고 있다. 정족산사고본도 같다. 

랴. 정인지 발문에서 ‘동방예악문장(東方禮樂文章)’의 ‘문장(文章)’이 ‘문물(文
物)’로 바뀌었다. 정족산사고본도 같다.

먀. 정인지 발문에서 ‘불종조이회(不終朝而會)’에서 ‘종(終)’이 ‘숭(崇)’으로 바
뀌었다. 정족산사고본도 같다. 

뱌. 정인지 발문에서 ‘자운즉청탁지능변(字韻則淸濁之能辨)’에서 ‘변(辨)’이 ‘변
(卞)’으로 바뀌었다. 정족산사고본도 같다.

샤. 정인지 발문에서 해례 팔유10)를 소개하면서 사람 이름 앞의 ‘신(臣)’자를 
모두 제거하였다. 

야. 정인지 발문에 등장하는 강희안의 소속과 관직 ‘돈녕부주부(敦寧府注簿)’에
서 ‘부 (府)’가 빠져 ‘돈녕주부 (敦寧注簿)’가 되었다. 정족산사고본도 같다.

쟈. 정인지 발문에 등장하는 ‘이선로’의 성씨 ‘이(李)’자의 세로줄기 위에 작은 
삐침이 있다. 정족산사고본도 같다. 

챠. 정인지 발문에서 ‘개물성무지(開物成務之) 대지 (大智)’에서 ‘대지(大智)’ 앞
에 공백이 있었으나 , 실록에는 공백이 없다. 정족산사고본도 같다.

캬. 해례본의 정인지 발문의 끝부분 ‘자헌대부 예조판서 집현전대제학 지춘추
관사 세자우빈객 신 정인지 배수계수 근서’ 부분이 실록에는 모두 없다. 
정족산사고본도 같다.

  이에는 아주 미세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
다고 느끼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이 오자, 기자들은 임금에 대한 테러와 모반을 획책한 

10) 이를 ‘언문 팔유 (諺文八儒)’라고도 한다. 필자는 이를 ‘정음 팔유(正音八儒)’라고 부른 일이 있는데, 이들
은 정음이 아니라, 해례 작성에 관여한 인물들이므로, 여기서는 ‘해례 팔유(解例八儒)’라 고쳐 부르기로 
한다.

<그림 7> 
‘ㅜ’설명의 
군자

<그림 8> 
없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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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므로, 무엇 하나 그냥 지나칠 것이 없다. 단순한 공백으로 볼 수 있는 것도 그 의미
를 심각하게 따져 보아야 한다.  

 5.2. 세종에 대한 문자 테러
  (20)에 제시한 예 중 주목할 만한 몇 가지에 대하여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20나)에서 ‘인인 (人人)’은 ‘모든 사람’을 뜻한다. 세종은 ‘모든 사람’이 쉽게 익혀 날
마다 쓰는 데 편안하게 할 뿐이라고 하였는데, 실록 편찬자들은 ‘인’을 하나만 써서 ‘일
부의 사람이 어렵게 익혀’와 같이 해석될 수도 있도록 만들었다. 이는 ‘훈민정음’의 문
자 이름과 관련하여, (5나)에 보인 것과도 관련된다. 테러의 주동자들은 ‘인인’을 ‘인’으
로 적음으로써 ‘훈민정음’의 수용 계층을 문자 생활을 하지 못하는 ‘인’으로 제한하려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다)는 세종 서문의 ‘이습(易習)’을 실록에서 ‘양습(昜習)’으로 바꾼 것을 말한다. 최

세화 (1997)은 세종 서문에 대한 이용준(李容準)의 보사 부분의 ‘이(易)’자가 ‘쉬
울 이(易)’자라기보다는 ‘볕 양(昜)’임을 지적하고 있다.11) 김주원 (2013)에서는 
‘양(昜)’이 ‘쉬울 이(易)’의 이체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양(昜)’은 ‘볕 양’
과 ‘쉬울 이’의 두 가지 음과 두 가지 훈을 가진다. 이는 ‘양(昜)’이 ‘이음자 (異
音字)’임을 의미한다. ‘볕 양’의 의미로 ‘양습 (昜習)’의 의미를 최대한 부연하면, 
‘땡볕에서 (고생하며) 익혀’ 즉 ‘어렵게 익혀’와 같이 해석될 수 있다. 세종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반면, ‘양(昜)’은 ‘이’로도 읽힐 수 있고, 그 의
미도 ‘쉬운 것’을 뜻할 수 있으므로, 나중에 왜 이런 글자를 썼느냐고 추궁을 
당할 때, 이것은 ‘이습’을 쓴 것이라고 변명하려는 것이다. 조선왕조실록 전
체를 통하여 ‘이습(易習)’이란 말은 쓰인 것은 10번이다. 그 중 어느 하나도 ‘양
습(昜習)’으로 쓰인 예가 없다. ‘백거이(白居易)’의 ‘이’가 ‘양(昜)’으로 쓰인 예도 

찾을 수 없다. 유독 세종실록 훈민정음 간행 기사에서만 ‘이습’을 ‘양습’으로 쓰고 있
다. 그것은 분명 대역(大逆)의 의도를 가진 것이다. 이러한 문자 운용에서 실록의 작성자
들이 구사한 전략은 ‘이중적 의미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기로 
한다.

  (21) 세종실록의 훈민정음 기사 작성자의 ‘이중적 의미 전략’
세종실록의 훈민정음 기사 작성자가 구사한 중요한 전략의 하나는 ‘이중적 의
미 전략’이다. 하나의 의미로는 상대를 공격하고, 다른 의미로는 자신을 방어
하는 것이다. 

  (20라)는 ‘임금 군(君)’자의 ‘다스릴 윤(尹)’자 아래 가로줄기의 앞부분을 잘라낸 것

11) ‘쉬울 이(易)’에서 위의 ‘날 일(日)’자의 밑변 가로획이 길게 되어 있다. 조선왕조실록 정족산사고본
의 ‘이(易)’와 흡사하게 쓰였다.

<그림 9>  
실 록 의  
‘인양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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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말한다. 아주 눈치 채기 어려운 것이지만, 임금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잘라낸 것이다. 위치는 다르지만 (20타)도 임금에 대한 공격을 보이는 것
이다. (20타)에서는 ‘임금 군(君)’의 ‘다스릴 윤’자에서 위 가로획의 앞부분
을 거의 잘라내고 있다. 임금의 오른팔을 잘라낸 것과 같다. ‘군’자의 다스
릴 윤’자의 아랫부분에서 가로줄기와 세로줄기가 만나는 교차점에는 공백
이 있다. 교차점이 이어지지 않으면, 두 다리와 몸통이 따로 떨어진다. 그
것은 능지처참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실록의 편찬자들은 비록 실록의 기록을 통
해서이지만, 정확하게 왕을 정조준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에 누군가 임금의 오른팔 역
할을 하고 있었다면, 그를 제거하는 것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다. 
  (20마)는 ‘ㄲ’의 대표자 ‘규 (虯)’를 ‘올챙이 두 (蚪)’자로 적은 것이다. (12)의 ‘군규쾌업’
에서 ‘규(虯)’는 ‘규룡 규’ 또는 ‘새끼용 규’로 왕자나 공주는 뜻하는 것이다. 
그것은 운서의 ‘전청, 차청, 전탁, 불청불탁’의 엄격한 배열 순서까지 어겨가
면서 넣은 글자이다. 그것은 그만큼 소중한 글자이다. 이를 ‘올챙이 두(蚪)’
로 바꾼 것은 음가 설명에도 차질을 빚고, 숨겨 놓은 뜻에도 훼손을 가하여 
왕실을 모독하는 것이다. ‘두(蚪)’를 ‘규룡 규’로 풀이한 사전도 있다12). ‘두
(蚪)’가 ‘규’로도 읽히고 그 뜻도 ‘새끼용’을 뜻하는 것이라면, ‘이중적 의미 전략’이 여기
서도 적용된다. 왜 이런 자를 썼느냐고 하면, ‘두’가 ‘규룡 규’로 읽힐 수 있고, 그 뜻도 
‘새끼용’을 뜻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공격은 ‘올챙이’로 하고, 방어는 ‘새끼용’으로 하
는 것이다. 반면, 다른 의미로는 ‘왕의 새끼’를 ‘올챙이 새끼’로 모독하고 있다. 적어도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
  ‘두 (蚪)’의 ‘벌레 충’변에 삐침 (丿)을 한 이유는 자세히 알기 어려우나, 적어도 이 글
자가 주목되는 것임을 암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필자는 이것이 혹 머리의 ‘비녀’를 나
타낸 것은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다. ‘비녀’가 여성이 착용하는 것이라고 할 때, 정음 
창제와 관련하여 어떤 여성의 존재를 암시하는 것일 수 있다. (5쟈)에서 지적한 ‘이선로’
의 ‘이 (李)’에도 삐침이 있어, 이 둘이 어떤 공통점을 가진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아마
도 이는 세종실록 훈민정음 기사 편찬자가 ‘교란 작전’을 구사한 것으로도 보인다. 이
선로의 여성 행각을 지적한 것일지 모른다. 이선로가 첩을 많이 거느린 인물일 수도 있
다.
  (20자)는 우선 ‘후음 (喉音)’의 ‘후 (喉)’의 ‘사람 인’ 옆에 상하 일직선의 획이 더 있는 
것을 말한다.13) ‘입 구 (口)’변에 ‘기후 후 (候)’가 있는 모양이 되었다.14) 그러
나 (20자)의 ‘사람 인’ 옆에 있는 상하 일직선의 한자(丨)는 ‘뚫을 곤’자이다. 그 
길이가 보통의 ‘기후 후’에 있는 획보다 훨씬 길다. 이는 분명 어떤 의도를 드
러낸 획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으로 실록 편찬자들이 의도했던 것은 누군가의 
목에 긴 칼을 꽂으려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살의(殺意)가 숨어 있다. 그들

12) 이는 네이버의 한자 사전이 그렇게 되어 있다.
13) ‘목구멍 뜷을 후’자는 위에서도 보였으나, 여기서도 다시 보인다. 
14) 정족산사고본에는 후음 ‘ㅇ’에 대한 설명에도 ‘뚫을 곤’자가 있는 ‘목구멍 뚫을 후’자가 쓰이고 있다. 그

러나 태백산사고본에는 후음 ‘ㅎ’ 하나에만 ‘목구멍 뚫을 후’자가 쓰이고 있다.

<그림 
10> ‘ㄱ’ 
대표자

 < 그 림 
11> 실록
의 ‘규’자

< 그 림 
12> ‘목구
멍 뚫 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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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누구의 목에다 칼을 꽂으려 한 것일까? 그 인물은 분명히 세종일 것이다. 
‘ㅎ’ 대표자로 쓰인 ‘후’자와 ‘ㅇ’과 ‘ㆆ’ 후음 대표자로 쓰인 ‘후’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ㅇ’과 ‘ㆆ’의 음가 설명에 나오는 ‘후 (喉)’자는 왼쪽에 보인 바와 
같은 정상적인 ‘후’자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사람 인'변 오른편의 윗부분이 
납작한 ‘그’가 아닌 ‘장인 공’자로 된 것, ‘입 구’변의 오른쪽 획 중간이 찢어져 
있는 것이 다를 뿐이다. ‘입 구’가 찢어져 있는 것은 ‘문자 훼손’에 의한 ‘형상
적 공격’의 성격을 가진 것이다.

  더 들여다보아야 할 것은, ‘ㅎ’의 음가 설명에 쓰인 ‘喉 (후)’자의 ‘사람 인’변 오른쪽 
방(旁) 부분이 ‘사사로울 사 (厶)’와 ‘잃을 실 (失)’자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합이 
뜻하는 것은 ‘사사로움을 잃은 것’이다. 이는 세종에 대한 모반을 시도하는 그들의 행위
가 사사로운 것이 아님을 말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의 행위가 공의 (公
義)로운 것임을 자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인 목구멍 ‘후’자의 '사람 인'변 
오른 쪽에는 ‘장인 공 (工)’자 밑에 ‘화살 시(矢)’가 있는 것이다
  (20카)는 ‘아래 아’ 설명의 제시자인 ‘ㆍ’가 찍히지 않은 것을 말한다. 위에 말한 바와 
같이, 국사편찬위원회의 태백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의 해당 쪽과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3: 280)에는 오른쪽의 그림 ②와 같이 ‘ㆍ’ 자리에 큰 검은 동그라미 점이 그려져 
있고, 정족산사고본에도 큰 검은 동그라미 점이 찍혀 있다. 그러나, 1973년에 나온 국사

편찬위원회 (1973)의 113권 36쪽에는 왼쪽의 그림 ①과 같이 분명 ‘아래 
아’가 찍혀 있지 않다. 간기를 가지지 않은 나중의 영인본에도 ‘아래 아’가 
찍히지 않았다. 박종국 (1975: 184)에도 ‘ㆍ’가 찍히지 않았다. 동일한 태백
산사고본의 하나에는 ‘아래 아’가 찍히고, 다른 하나에는 ‘아래 아’가 찍히
지 않았다. 누가 지우지 않았으면, 누군가가 찍은 것이다. 필자는 ②의 점은 
누군가 찍어 넣은 것으로 판단한다. 이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그림  
①의 ‘소리 성(聲)’자 아래에 있는 의미 분절을 위한 구두점이다. 이것은 개
인이 의미 해독을 위하여 찍은 독점(讀點)이다. 위에 '성'자 오른쪽 밑에도 독점이 

있고, 아래 ‘성’자 오른쪽 밑에도 독점이 있다. 이 독점이 ②에서는 사라지고 없다. 동시
에 ‘아래 아’가 찍히고 있다.‘아래 아’가 어떻게 찍힌 것인가? 본격적인 영인 혹은 본격
적인 홈페이지 마련을 위하여 독점(讀點)을 제거하면서, 누군가 태백산사고본에 ‘아래 
아’를 그려 넣은 것이다.
  여기서 더 검토해야 할 것은 그 의미이다. 훈민정음해례 4쪽에는 ‘아래 아’에 대하
여 ‘하늘은 자(子)에서 열리니, 둥근 것을 본떴다’와 같이 해설하고 있다. ‘아래 아’는 하
늘을 뜻한다. 하늘은 임금이다. 따라서 ‘아래 아’를 제거하는 것은 임금을 제거하는 것
을 뜻한다. ‘아래 아’를 제거하면서, 사관들은 세종을 쳐내는 반역을 시도한 것이다. 
  (20먀)는 정인지 발문에서 ‘불종조이회 (不終朝而會)’에서 ‘종 (終)’이 ‘숭(崇)’으로 바뀐 
것을 말한다. 여기서는 분명히 역적 패당들의 반역의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 ‘불종조이
회’는 훈민정음을 ‘아침이 끝나지 않아 깨우치고’와 같이 해석된다. 이와 달리 ‘불숭조이
회 (不崇朝而會)’는 ‘조정을 숭배하지 않아 모이고’와 같이 번역될 수 있다. 이는 역적 패

<그림 13>
 보통 ‘후’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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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을 만들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암시한 것이다. 국사편찬
위원회의 조선왕조실록에서는 그 문맥을 한문으로는 “지
자 불숭조이회 (智者不崇朝而會), 우자 가협순이학 (愚者可浹旬
而學)”과 같이 제시하고, 국역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
나절이 되기 전에 이를 이해하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 만
에 배울 수 있게 된다”고 번역하였다. 문제가 미묘한 것은 
‘숭배할 숭(崇)’에도 ‘마치다’의 뜻이 있다는 것이다. 실록 편
찬자들에게 왜 이런 글자를 썼느냐고 물으면, 그들은 ‘숭
(崇)’자에도 ‘마치다’의 뜻이 있다고 답할 것이다. 여기에 작
용하는 세종실록 편찬자들의 전략 또한 ‘이중적 의미 전략’
이다.
  (20가-먀)에 보인 대부분의 예들에 대하여, 이와 같은 관

점에서의 해석이 가능하다. 아직 해석되지 못한 예들이 있으나, 여기서는 해석이 가능한 
몇 가지 예만을 보인 것이다. 이와 같이 세종실록의 ‘훈민정음’ 간행 기사에는 실로 
엄청난 양의 오자와 오류 혹은 괴자가 있다. 겨우 2쪽 여에 이르는 분량의 글에서 위와 
같이 어마어마한 오자, 오류, 괴자들이 찾아진다는 사실만도 실로 엄청난 일이라 할 수 
있다. 
  위에서 우리는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세종실록의 훈민정음 간행 기사에서 찾아
질 수 있는, 실록 편찬자들의 모반과 문자 테러의 징후들을 찾아내는 데 주력하였다. 실
록 편찬자들이, 세종에 대한 문자 테러와 모반을 획책한 인물들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
지가 없다.
  세종실록의 찬수관에는 전후관을 포함하여 감관사에 정인지, 지관사에 김조, 이계전, 
정찬손, 동지관사에 신석조, 최항, 편수관에 박팽년, 어효첨, 하위지, 성삼문이 있었다. 
그리고 기주관에 신숙주 외에 22명이 있었고, 또 기사관에 25명의 인원이 더 있었다. 
비록 전후관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가 적지 않았고, 찬수에 참여한 사람들
이 당대 제1급의 한학자들였다고 할 때, 이들이 이와 같이 대대적인 오자, 괴자를 무의
식적으로 썼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분명히 임금을 폄하, 비하하고 모욕하고
자 하는 의도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그렇게 경솔한 인물
들이었을까?
  실록은 절대적으로 임금의 접근을 거부한다. 따라서 임금이 그들의 문자 테러를 알아
차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신분이 높은 관료들이 실록을 보는 일도 그렇게 자
주 있는 일은 아닐 것이다. 관계자가 아닌 하급 관리가 이에 접근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
았다. 더구나 평민이나 노비들이 실록에 접근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렇
다면, 실록에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그들의 반역의 의도를 숨겨 놓을 수 있다고 생각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들은 정음 (正音)의 출현에 위협을 느꼈을지 모른다. 문자를 알고 의사를 표현하는 
능력은 그들의 독점적인 능력이었는데, 정음의 출현으로, 그러한 지위가 차츰 위협받게 

<그림 14> 태백산사고본 (2): 
‘아래 아’가 찍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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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으로 생각하였을 것이다.
  정음 창제에 대한 태도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는 것이 최만리 상소 사건이다. 세종 
26년 2월 26일, 부제학 최만리, 직제학 신석조, 직전 김문, 응교 정창손, 부교리 하위지, 
부수찬 송처검, 저작랑 조근 등이 반대 상소를 올렸는데, 세종은 이들을 모두 의금부에 
내렸다가 이튿날 석방하라 명하였다. 오직 정창손만은 파직시켰고, 의금부로 하여금 김
문이 앞뒤 말을 바꾼 이유를 국문하게 한다. 이 사건을 매우 사소한 사건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그렇지 않다. 정음 창제와 관련하여 이 사건이 당시 집현전 학자들에게 준 충격
은 엄청나게 큰 것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최만리는 이전에는 상소를 많이 하던 인물이
었으나, 이 사건 이후 전혀 상소를 한 것이 없다. 그는 반대 상소 이후 곧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인다.

6. 마무리

  우리는 흔히 ‘훈민정음’을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글자수도 28
자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이론의 바탕이 된 것도 중국의 운학이고, 훈민정음과 비슷한 
자형이 파스파 문자나 몽고자에서도 보이는 것 같아, 나도 마음만 먹으면, 훈민정음과 
같은 것은 쉽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우리 것을 소홀히 여기는 
습벽까지 겹쳐 ‘훈민정음’은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잘 모르는 것도 그러한 경향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0월 9일 한
글날 계산의 기초가 된 음력 1446년 9월 10일은, ‘한국천문연구소’의 음양력변환기에 
의하면, 양력으로 9월 30일이다. 여기서 우리가 ‘훈민정음’ 창제일로 보는 음력 1443년 
12월 30일은 양력으로 1444년 1월 19일이다. 자료가 나중에 발견되어 그 창제일이 다
르게 산정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전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거기에 3년간의 시험을 거쳐 1446년에 반포하였다는 논리를 덧붙이는 것은 역
사를 조작하려는 혐의가 있는 것이다.
  한글의 정식 이름은 ‘정음(正音)’이다. 오늘날 우리가 문자 이름으로 부르는 ‘훈민정
음’은 문자 이름이었다기보다는 훈민정음이라는 책이름이었다. 그것은 ‘백성들에게 
정음을 가르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것이 ‘백성 가르치는 바른 소리’와 같
은 의미를 가지면서, 일부 유학자들을 제외하는 특수한 의미를 띠게 된 것으로 여겨
진다. 이것은 세종실록 ‘정음’ 창제 기사에서 ‘욕사인인이습(欲使人人易習)’을 ‘욕사인
양습(欲使人昜習)’처럼 ‘사람 인’자 하나를 제외한 정신이기도 하다. 그러나 세종의 정
신은 ‘인인(人人)’에 있었고, ‘누구나’의 정신에 있었다.
  훈민정음에는 거의 불가사의에 가까운 현상이 있다. 하나는 훈민정음 세종 서
문의 글자수가 한문으로는 54자이나, 그 언해는 108자로 되어 있는 것이다. 108이란 
숫자는 불교와 관련되는 숫자이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지도 모르나, 몇 가지 언어적 
증거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우연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이는 훈민정음에 불교 관계의 
인물이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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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민정음 초성의 대표자들이 4성 7음의 체계에 따라 배열된 것은 중국 운학에 대
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종성으로 초성을 다시 쓰게 한 것, 그 글자들의 배
열이 일정한 의미를 가지게 한 것, 같은 모음을 가진 대표자들이 꼭 둘씩이고 그 중
에 하나는 종성을 가진 자이고 다른 하나는 종성을 가지지 않은 한자를 배열한 것, 
종성도 동일한 종성을 가진 대표자들이 꼭 각각 둘씩이라는 것 등은, 창제에 관계한 
인물의 사고가 엄청나게 정밀하고 다차원적인 것이었음을 말해 준다. 그는 우리 역사
에서 가장 위대한 천재란 이름을 붙여 줄 만하다. 이러한 일은 임금이 아무리 머리가 
좋다고 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할 필요가 있는 일도 아니다. 이것은 실질적으
로 정음 창제에 임한 사람이 따로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추측이 정곡을 
얻은 것이라 하더라도, ‘훈민정음’의 공식적인 창제자는 여전히 세종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실록의 정음 창제 기사는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한다. 한자에 기이한 형상이 도입되
고, 원문의 한자가 엉뚱하게 다른 한자로 쓰인 것도 있고 매우 닮은 한자를 쓴 것도 
있다. 한글 자모의 순서를 바꾼 것도 있고, 자모나 한자를 빠트린 것도 있다. 어떤 것
은 부주의하여 실수를 한 것과 같은 오자나 오류도 있으나, 왕조의 기록에 대하여 부
주의하여 잘못을 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부주의한 실수를 가장
하여 세종을 모독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해석된다. 의도하지 않은 부주의도 있을 
수 없거니와 탈자나 오자나 오류는 말할 필요도 없이 세종에 대한 문자 테러의 성격
을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기도는  세종 서문에도 나타나고, 예의에도 나타나고, 정인
지 발문에도 나타난다. 이는 실록 편찬에 참여한 사람들이 유학자들이라는 점과 관련
된다. 그들은 문자 생활의 독점적 지위를 누리던 계층이었다. 그들의 지위가 위협을 
받게 되자 그들이 가진 불만과 울분이 문자 테러로 분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훈민정음’의 상당한 부분은 아직도 비밀 속에 있다. 해명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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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제. 학술문장(=논리적인 글) 쓰기와 논리적인 사고(思考)의 형성

최명옥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1. 서론

  연필과 종이만 있으면 글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실제로 그
런 생각으로 글을 쓰는 사람도 많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쓴 글에서 좋
은 글을 찾기는 어렵다. 대개 그런 사람들이 쓴 글을 보면, 내용의 흐름이 정연하거
나 논리적이지 못하다. 그러므로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부분이 많다. 그 결과 필자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다.
  글은 연필과 종이만 있으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객관성과 논리성을 요구
하는 글일수록 그러하다. 글을 쓰기에 앞서, 오랫동안 생각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
하다. 먼저 무엇을 쓸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며, 그 생각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서술 순서를 구상해야 한다. 다음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생각’이 타당함을 독자들이 
인정하도록, 그 생각을 지지하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근거들을 수집하고 정리해야 
한다. 그 다음에 글의 개요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그에 따라 글을 써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학술문장(=논리적인 글)을 쓰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사고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런데 문제는 논리적인 사고의 형성이다. 논리적인 사
고는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논리적인 사고는 
후천적으로 교육을 통하여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논리적인 사고의 형성에 결
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국어교육’이다. 어떤 학생이 ‘수학’이나 ‘영어’에서 실패한
다면 그것은 그 과목에 대한 그 학생의 실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 학생이 
‘국어’에서 실패한다면 그것은 그 학생이 근본적으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국어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준다.
  교과목으로서의 ‘국어’는 ‘말하기, 듣기, (글)쓰기, 읽기’로 구성된다. 그 중에서 ‘말
하기’와 ‘듣기’의 대상은 ‘말(음성)’이고 ‘(글)쓰기’와 ‘읽기’의 대상은 ‘글’이다. 다시 
말하면, ‘말하기’는 ‘화자’(話者)가 자기의 생각을 ‘음성’으로써 표현하는 것이고 ‘듣기’
는 ‘청자’(聽者)가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글)쓰기’는 ‘필자’(筆
者)가 자기의 생각을 글로써 표현하는 것이고 ‘읽기’는 ‘독자’(讀者)가 글을 읽고 필자
의 생각을 이해하는 것이다. 여기서 ‘화자’와 ‘필자’는 표현하는 수단인 ‘음성’과 ‘문
자’에 따라 붙여진 명칭이므로 그 주체는 동일한 사람이다. 그리고 ‘청자’와 ‘독자’도 
이해의 대상인 ‘말’과 ‘글’에 따라 붙여진 명칭이므로 그 주체는 동일한 사람이다. 이
것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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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과정 매체 표 현 매체 이 해 과정 객체

음성 ⇒ 말하기 귀 ⇒ 듣기

      화자
사고A   
       필자

       
 
       

청자
    사고A
독자

문자 ⇒ 글쓰기 눈 ⇒ 읽기

  따라서 ‘국어교육’의 내용은 ‘표현’과 ‘이해’의 둘로 요약된다. 그러므로 ‘표현’과 
‘이해’의 실재는 모두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표현’의 실재는 ‘화자’나 ‘필
자’의 ‘사고(思考=생각)A’이고 ‘이해’의 실재도 ‘화자’나 ‘필자’가 표현한 ‘말’이나 ‘글’
에 나타난 그 ‘화자’나 ‘필자’의 ‘사고(思考=생각)A’이다. 이것은 ‘국어교육’이 주체(=
말하거나 쓰는 사람)가 자기의 ‘사고(=생각)’를 상대방이 쉽고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
도록 표현하는 교육이 되어야 하며 객체(듣거나 읽는 사람)가 상대방의 ‘말’이나 ‘글’
에 나타난 그 ‘화자’나 ‘필자’의 ‘사고(=생각)’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교
육이 되어야 할 것을 말해준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은 시간적, 공간적, 시각적으로 제
약을 받는 ‘말’보다는 그러한 제약을 받지 않는 ‘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그렇게 되면, ‘표현’을 위한 교과목은 ‘(글)쓰기’ 즉 ‘작문’이 되어야 하고 ‘이해’를 
위한 교과목은 ‘읽기’ 즉 ‘독해’(讀解)가 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논리적인 사고의 
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은 ‘작문’이다. 선진국에서의 ‘작문교육’은 고등학교에서
부터는 ‘학술문장’(academic writing) 즉, ‘논리적인 글’ 쓰기를 중심으로 한다. 그런
데 한국에서의 국어교육은 작문교육을 등한시하고 있으며 작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있어도 교재를 보면 그 내용이 ‘학술문장’ 쓰기를 위한 작문교육이 되기에는 
미흡한 상태이다. ‘논술’ 시험이 실패한 중요한 원인은 우리나라에서 학교 교육이 시
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제대로 된 ‘학술문장’ 쓰기의 작문교육이 실시된 적이 없기 때
문이다.
  이 점에서 이 강의는 ‘단어’, ‘문’(文), ‘문단’, ‘문장(=글)’을 대상으로 학술문장 쓰기
를 통하여 어떻게 논리적인 사고가 형성될 수 있는가를 학생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단어와 사고

  ‘단어’는 생각의 최소 단위이다. 이 점에서 사고의 넓이와 깊이는 그 사람의 머릿
속에 저장되어 있는 단어 수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단어는 의미면에서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과일, 음식물, 국광, 사과’라는 단어에서 ‘국
광’은 ‘사과’의 한 품종이고 ‘사과’는 ‘과일’의 한 종류이다. 그리고 ‘과일’은 ‘음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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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부이다. 그러므로 그들 네 단어의 의미 관계는 ‘음식물>과일>사과>국광’이 된
다. 이 경우 네 단어의 의미 층은 넷이 된다. 즉 제일 왼쪽의 ‘음식물’에서 제일 오
른쪽의 ‘국광’으로 갈수록 점점 구체적인 것으로 되고, 그 반대 방향으로 갈수록 점
점 더 추상적인 것으로 된다. 추상적인 단어와 구체적인 단어를 많이 안다는 것은 
‘논리적인 사고’를 형성하는 바탕이 된다.
  학술문장은 사고의 종합(추상화)과 분석(구체화)으로 이루어진다. 문장의 중심생각
을 나타내는 주제문과 문단의 중심생각을 나타내는 화제문은 사고의 종합에 의한 것
이고 주제의 전개와 문단의 전개는 사고의 분석에 의한 것이다. 예를 들면, ‘곡물, 
고기, 채소, 과일’을 종합하면 ‘음식물’이 되고 ‘음식물’을 분석하면, ‘곡물, 고기, 채
소, 과일’이 된다. 하나의 예로서 다음 문단을 보기로 하자.

  1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2돈을 어떻게 버는가? 3어떻게 좋은 집을 
짓는가? 4어느 대학에서 무슨 과를 전공해 볼까? 5장차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6얼굴
과 성격이 같지 않은 것 같이 그들의 문제도 다 다르다.  ※1, 2, 3, […], 6은 문의 번호임.

  위의 문단에서 문1은 화제문이고 문2에서 5는 뒷받침문들이다. 그리고 문6은 화제
문을 다르게 나타낸 것이다. 화제문에서 ‘자기의 문제’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
므로 종합적(=추상적)인 표현이다. 그 종합적인 표현을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분
석적(=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뒷받침문들이다. 분석적인 사실들을 종합하기 위해서
는 그 사실들은 포괄하는 추상적인 단어를 알아야 하고 추상적인 단어의 내용이 무엇
인가를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그 추상적인 단어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단어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사실을 종합하고 종합한 것을 구체화하는 것이 
학술문장 쓰기의 핵심이 된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사실들을 종합할 수 있고 종합적인 생
각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고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글을 쓰는 사람이 추상적인 
단어와 구체적인 단어를 많이 알고 있어야 한다.

3. 문과 사고

  ‘단어’가 생각의 최소단위라면 ‘문’은 완전한 생각을 나타내는 최소단위이다. ‘하늘
이’는 완전한 생각을 나타내지 못한다. ‘하늘이 푸르’도 완전한 생각을 나타내지 못한
다. 그와는 달리, ‘하늘이 푸르다’는 완전한 생각을 나타낸다. ‘글’은 그것이 짧거나 
길거나 모두 ‘문’으로 구성된다. 그러므로 그 글 속에 문법에 맞지 않는 문들이 있다
면, 특히 문법에 맞지 않는 문이 그 글에서 중요한 부분을 서술하는 것이라면, 그 비
문법적인 문 때문에 글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문법에 맞는 문 즉, 
문법적인 문을 쓴다는 것은 논리적인 사고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다음에 제시된 
문들에서 밑줄 치지 않은 부분을 기준으로 밑줄 친 부분 중 어디가 문법에 맞지 않은
가를 지적하고 그 부분을 문법에 맞도록 고쳐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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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어디까지나 아름답고 의젓한 얼굴 모양은 그만 두고라도 곱고도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
며 드리운 오른팔 엄지와 장지 사이로 구슬 줄을 들었는데, 그 예쁜 손가락이 곰실곰실 
움직이는 듯, 병을 추켜 쥔 포동포동한 왼 팔뚝!

② 생활철학이란 위대한 철학자가 말하는 그러한 철학이 아니라, 자연물 하나에서라도 어
떤 의미를 찾는다고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③ 이와 같이 높으신 뜻(=세종이 훈민정음에 부여한 뜻)은 겨우 그 아드님되는 세조에까
지 이어가고 그 뒤에는 아무렇게나 발음되는 대로 적는 소위 언문글자로 떨어지고 말
았다.

  문①~③에서 밑줄 친 부분에서 문법에 맞지 않은 것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문①의 
경우,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드리운’이 꾸미는 것은 ‘오른팔’이거나 오른팔의 ‘엄지
와 장지’가 된다. 그런데 ‘팔’은 부드러운 곡선을 그릴 수도 없고 밑으로 드리울 수도 
없다. 그러므로 ‘오른팔’은 맞지 않다. 다음으로 ‘오른팔의 엄지와 장지’라고 할 때, 
‘엄지와 장지’는 ‘팔’의 일부가 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엄지와 장지’는 ‘손’의 일부
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문①이 문법에 맞지 않은 것은 ‘오른팔’이라는 단어를 사용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법에 맞는 문이 되기 위해서는 ‘오른팔’을 ‘오른손’으로 바꾸
어야 한다.
  그러나 문①에는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다. 그것은 ‘ⓐ 그 예쁜 손가락이 곰실곰실 
움직이는 듯, ⓑ 병을 추켜 쥔 포동포동한 왼 팔뚝!’에서 ⓐ는 주어와 서술어로 구성
된 절인데, ⓑ는 서술어가 주어를 꾸미는 구성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두 구성을 동
일하게 바꾸어야 한다. 그런데 ⓑ를 ⓐ와 같게 하는 것보다 ⓐ를 ⓑ와 같게 하는 것
이 표현상 더 합당하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은 ‘ⓐ 곰실곰실 움직이는 듯한 그 예쁜 
손가락!, ⓑ 병을 추켜 쥔 포동포동한 왼 팔뚝!’으로 되어 완전히 문법에 맞는 문이 
된다.
  다음으로 문②의 경우, 한국어에서 ‘A란’ 또는 ‘A라는 것은’이 주어가 될 때에 서
술어는 ‘B이다’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문②는 ‘A란 B가 아니라 C이다’로 되어야 
문법에 맞게 된다. 그런데 ‘C이다’가 ‘찾는다’라는 동사로 되어 있고 거기에 ‘-고 하
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라는 불필요한 부분이 더 붙어 있어서 문②는 비문법적인 
문이 된다. 따라서 밑줄 친 부분을 ‘자연물 하나에서라도 어떤 의미를 찾는 그러한 
철학이다’로 고쳐야 문법적인 문이 된다.
  끝으로 문③의 경우, 밑줄 친 부분에서 ‘ⓐ 세조에까지 이어가고’가 문법에 맞지 
않는 것은 동작을 할 수 없는 ‘(높으신) 뜻’이 ‘이어가고’의 주어가 되어 있기 때문이
다. 그러므로 ‘(높으신) 뜻’을 주어로 한다면, 서술어는 피동형인 ‘이어지고’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 부분이 문법적으로 될 뿐만 아니라 ⓑ 부분의 서술어 ‘떨어지
고’와 동일한 피동사가 되어 대등연결어미 ‘-고’의 기능 즉, 대등연결어미 ‘-고’는 두 
문의 서술어가 동질적일 때 한하여 그 두 문을 연결할 수 있다는 기능을 충족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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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 그 뒤에는 아무렇게나 발음되는 대로 적는 소위 언문글자로 떨어지고 
말았다’가 문법에 맞지 않은 것은 서술어 ‘(언문글자로) 떨어지고’의 주어가 없기 때문
이다. 그러므로 추가해야 할 주어는, 전후 문맥으로 미루어 ‘훈민정음’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 뒤에는’을 ‘훈민정음은 그 뒤에’ 또는 ‘그 뒤에 훈민정음은’으로 바꾸면 
문법에 맞게 된다. 이처럼 비문법적인 문을 지적하고 문법적인 문으로 고칠 있는 교
육은 논리적인 사고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4. 문단과 사고

  ‘문단’은 문장의 최소단위이다. 문단은 문장의 일부이면서 그 자체로 독립성을 가
진다. 학술문장은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면, 본론을 구성하는 각각의 문단은 하나
의 ‘중심생각’을 나타내는 단위가 된다. 즉 하나의 문단은 ‘화제문’(topic sentence)
과 ‘뒷받침문들’(supporting sentences)로 구성되는데, 화제문은 문단의 중심생각을 
나타내는 문으로 문단의 제일 앞이나 제일 뒤에 위치한다. 화제문이 문단의 제일 앞
에 위치할 때에는 그 뒤에 뒷받침문들이 배열되며 화제문이 문단의 제일 뒤에 위치
할 때에는 그 앞에 뒷받침문들이 배열된다. ‘화제문’은 ‘화제’(주어부)와 ‘그 화제의 
내용을 제한하는 부분’(서술부)으로 구성된 추상적인 문이고 뒷받침문들은 ‘화제문’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문들이 된다.
  이러한 문단의 구성과 함께 중요한 것은 문단의 ‘통일성’(unity)과 ‘긴밀
성’(coherence)이다. 문단을 구성하는 ‘화제문’의 ‘중심생각’이 모든 뒷받침문들의 
내용을 포괄하고 모든 뒷받침문들의 내용이 ‘화제문’의 ‘중심생각’에 포함될 때, 그 
문단은 ‘통일성’을 유지한다고 한다. 이와는 달리, 문단을 구성하는 문들이 논리적으
로 배열되고 문과 문과의 관계가 긴밀하게 연결될 때에 그 문단은 ‘긴밀성’을 유지한
다고 한다. 이렇게 통일성과 긴밀성을 유지하는 완전한 문단을 쓰기 위해서는 글쓰
는 사람이 내용을 종합하거나 분석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학교’를 
‘사회’의 축소라고 하면, ‘문단’은 ‘문장’의 축소라 할 수 있다. 그 점에서 완전한 문
단을 쓸 수 있게 하는 문단쓰기 교육은 작문교육에서 매우 중요하다.
  통일성과 긴밀성을 유지하는 완전한 문단쓰기가 논리적인 사고 형성에 얼마나 기
여할 수 있는지 다음 문단을 보기로 하자. 다음 문단은 ‘좋은 글이란 어떤 글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으로 작성된 것이다. ‘문단쓰기’를 기준으로 할 때, 이 문단이 
가진 문제는 무엇인가?

  1좋은 글은 맞춤법이나 문장 성분 간의 호응과 같은 문법적 정확성을 갖추어야 한다. 
2쉼표의 사용도 매우 중요하다. 3쉼표를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의미의 모호성을 극복하고 
문장의 의미가 명확히 파악될 수 있기 때문이다. 4또한 문장의 길이 조절이나 미묘한 어미
의 선택, 뛰어난 생략법의 구사, 멋진 묘사 등으로 글의 매력을 살리고 독자에게 기쁨을 
주는 글이 좋은 글이다. 5좋은 글이 되기 위한 마지막 조건은 다채로운 어휘의 선택 및 
구사로 우리말을 살아 숨 쉬게 하는 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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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핏 보기에 위의 문단이 가진 문제가 무엇인가를 지적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지시문을 기억하면서 문단을 구성하는 문 하나하나의 내용을 검토하면 문제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 문단에서 지적할 수 있는 첫 번째 문제는 문단이 화제문과 뒷받
침문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문단이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좋은 글이 어떤 글인가’라는 물음에 맞지 않는 문들이 있어 그
러한 문이 문단의 통일성을 깨뜨린다. 문1과 문2, 문3, 문5가 통일성을 깨뜨리는 문
이다. 즉, 문1과 문2는 ‘좋은 글이 갖추어야 할 조건’을 말하는 것이고 문3은 문2에 
대한 이유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문5는 ‘좋은 글이 되기 위한 조건’을 말하는 것이
다. 앞에서 지적된 문단의 구성과 통일성 문제를 해결하고 지시문에 맞도록 문단을 
고쳐 쓰면 다음과 같다. (※ 물론 수정된 문단의 내용은 학술문장으로서의 좋은 글과
는 차이가 있다.)

  좋은 글은 다음과 같은 글이다. 먼저 좋은 글은 맞춤법이나 문법이 정확하게 지켜진 글
이며 쉼표 등의 문장 부호가 적절히 사용되어 문장의 의미가 명확히 파악될 수 있는 글이
다. 또한 좋은 글은 문장의 길이 조절이나 적합한 어미의 선택, 뛰어난 생략법의 구사, 멋
진 묘사 등으로 글의 매력을 살려 독자에게 기쁨을 주는 글이다. 끝으로 좋은 글은 다채로
운 어휘의 선택 및 구사로 우리말을 살아 숨 쉬게 하는 글이다.

  다음 문단은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지 않다. ‘통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문단을 바로 
잡는 과정이 논리적인 사고의 형성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

  1산에서 우리는 무척 즐거웠다. 2온갖 이름 모를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고 산새들은 여
러 가지 소리로 지저귀고 있었다. 3우리는 오염되지 않은 공기를 마음껏 들여 마시고 청
순한 풀꽃의 향기를 맡으면서 오솔길을 걸었다. 4어느덧 점심때가 되어 우리는 맑은 물이 
흐르는 골짜기에서 밥을 지어 먹었다. 5그러고는 물에 발을 담그고 모두 함께 노래를 불렀
다. 6황혼이 질 무렵 산을 내려왔다.

  이 문단의 화제문은 문1이다. 화제문에서 화제는 ‘산에서의 우리’이고 이 화제의 내
용을 한정하는 것은 ‘무척 즐거웠다’이다. 그런데 위의 문단에는 화제문에 포함될 수 
없는 다음과 같은 문들이 문단의 통일성을 깨뜨리고 있다. 그러한 문은 문2와 문6이
다. 문2는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사실을 서술하고 있으며 문6은 산을 내려왔다는 사
실만 서술하고 있을 뿐, 우리의 즐거움에 대한 서술은 아니다. 그러므로 화제문의 내
용에 포함되지 않은 문을 수정하거나 제외시킴으로써 통일성이 유지되는 문단을 만들
수 있다. 다음 문단에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산에서 우리는 무척 즐거웠다. 초록의 신선한 숲과 고요함 속에 들려오는 산새의 지저
귐이 우리를 동화의 세계로 이끌어 갔다. 오염되지 않은 공기를 마음껏 들여 마시고 청
순한 풀꽃의 향기를 맡을 때에는 우리 몸속의 온갖 더러운 것이 말끔히 쓸려 나가는 듯하
였다. 점심때 우리는 맑은 물이 흐르는 골짜기에서 밥을 지어 먹었다. 그러고는 물에 발을 
담그고 모두 함께 노래를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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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제시된 문단에 대해서도 ‘문단의 통일성’을 기준으로 할 때, 무엇이 문제인가
를 지적하고 그 이유를 말해보자. 그리고 문제가 되는 문을 수정하거나 제외함으로써 
통일성이 유지되는 문단을 써보자.

  1그의 공부방은 지저분하였다. 2커텐은 때가 묻고 구겨져 있었으며 방에는 책이 널려 
있었다. 3벽에는 그림이라고는 한 장도 걸려 있지 않았다. 4a책장에는 저속한 주간지가 
여러 권 꽂혀 있었으며 4b책상 위에는 야구 장갑이 뒹굴고 있었다. 5a꽃병에는 꽃이 시들어 
있었고 5b시계는 멈춰 있었다.

  위의 문단에서 화제문은 문1이다. 화제문에서 화제는 ‘그의 공부방’이고 이 화제의 
내용을 한정하는 것은 ‘지저분하였다’이다. 그런데 위의 문단에는 화제문에 포함될 수 
없는 다음과 같은 문들이 문단의 통일성을 깨뜨리고 있다. 그러한 문은 문3, 문4a, 
문5b이다. 문3에서 벽에 그림이 걸려 있지 않다거나 문4a에서 책장에 저속한 주간지
가 여러 권 꽂혀 있다는 것, 그리고 문5b에서 시계가 멈춰 있다는 것은 ‘지저분한’ 
것과 관계가 없다. 그러므로 위의 문단이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문을 
수정하거나 제외시켜야 한다. 다음 문단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문단의 통일
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의 공부방은 지저분하였다. 커튼은 때가 묻고 구겨져 있었으며 방바닥은, 오랫동안 
닦지 않아서, 먼지가 덕지덕지 굳어 있었다. 그런 방바닥 여기저기에 책이며 휴지가 어지
럽게 널려 있었다. 그리고 책상 위에는 꽃병의 시든 꽃에서 떨어진 꽃잎들과 야구장갑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흩어져 있었다.

  이렇게 화제문과 뒷받침문과의 의미 관계를 꼼꼼하게 따져서 합당한 것과 합당하지 
않은 것을 식별하는 과정에서 논리적인 사고가 형성된다.
  문단의 ‘통일성’과 함께 중요한 것이 문단의 ‘긴밀성’이다. 문단의 긴밀성을 유지하
는 교육이 논리적인 사고의 형성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다음 문단을 보기로 하
자.

[가] 1컴퓨터와 전화기는, 서로 다르지만, 그 둘의 작용에는 많은 공통점이 있다. 2그 둘의 
작용은 입력, 처리과정, 출력의 세 단계로 구분된다. 3컴퓨터의 경우, 기계 내부로 넣는 정
보 즉 자료가 입력이다. 4그 기계의 내부작용이 처리과정이며, 그 결과(들어 있는 정보를 
인쇄해 내는 것)가 출력이다. 5전화 또한 주어진 정보에 작용하여 결과를 산출한다. 6입력
은 전화번호를 돌리는 것이다. 7그리고 그 번호를 전화국의 교환기에 설정하는 것이 처리 
과정이다. 8끝으로 상대방의 전화기가 울려서 호출이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것이 출력이다.

  위의 문단에서 문1은 화제문이다. 화제문에서 ‘화제’는 ‘컴퓨터와 전화기’이고 그 
화제의 내용을 제한하는 것은 ‘(컴퓨터와 전화기의) 작용에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
이다. 그리고 문2~문8의 내용은 ‘컴퓨터와 전화기의 공통점’에 대한 것이다. 그러므로 
위의 문단은 통일성을 유지한다. 그런데 위의 문단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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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컴퓨터와 전화기는 서로 다르다. 2컴퓨터와 전화기의 작용에는 많은 공통점이 있다. 
3컴퓨터의 작용은 입력, 처리과정, 출력의 세 단계로 구분된다. 4컴퓨터에서 기계 내부로 
넣는 정보 즉 자료가 입력이다. 5컴퓨터의 내부작용이 처리과정이다. 6컴퓨터에서 들어 
있는 정보를 인쇄해 내는 것이 출력이다. 7전화기의 작용은 입력, 처리과정, 출력의 세 
단계로 구분된다. 8전화기에서 전화번호를 돌리는 것이 입력이다. 9전화번호를 전화국의 
교환기에 설정하는 것이 처리 과정이다. 10상대방의 전화기가 울려서 호출이 완료되었음
을 알리는 것이 출력이다.

  위의 문단은 10개의 문으로 구성되는데, 각각의 문의 내용은 독립되어 있다. 그러
므로 문단을 읽으면 문과 문이 부드럽게 연결되지 못하고 호흡이 막히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된다. 그것은 문과 문 사이에 긴밀성이 유지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
1과 문2의 내용을 검토하면, 문1은 ‘컴퓨터’와 ‘전화기’가 서로 다르다고 하고 문2는 
그 두 기기의 작용에는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두 문은 의미상으로 서로 맞
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 한국어에서는 ‘-지만, -으나, -아도’와 같은 연결어미나 ‘그렇
지만, 그러나, 그래도’와 같은 연결어(=접속어)를 사용하여 두 문의 관계를 연결할 수 
있다.
  먼저 연결어미를 사용하면, 문1과 2는 ① ‘컴퓨터와 전화기는 서로 {다르지만, 다르
나, 달라도} 컴퓨터와 전화기의 작용에는 많은 공통점이 있다’가 된다. 다음으로 연결
어를 사용하면, 문1과 2는 ② ‘컴퓨터와 전화기는 서로 다르다. {그렇지만, 그러나, 그
래도} 컴퓨터와 전화기의 작용에는 많은 공통점이 있다’가 된다. ①과 ②는 어느 것이
나 의미상으로는 차이가 없다. 그 둘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①은 문1과 문2를 하나의 
문으로 결합하여 두 문을 긴밀하게 묶은 것이고 ②는 문1과 문2를 그대로 두고 연결
어를 사용하여 두 문을 긴밀하게 묶은 것이다. 이와 같이, 독립된 의미를 가진 문들
을 긴밀하게 묶어 하나의 문에서 다음 문으로의 이동이 논리적이고 매끈한 것을 ‘긴
밀성’이라고 하며, 그렇게 문단이 구성되어 있을 때 그 문단은 ‘긴밀성’을 유지한다고 
한다.
  긴밀성을 유지하게 하는 방법은 연결어미나 연결어로써 문과 문을 결합하는 것 외
에 ‘대명사’를 사용하거나 ‘앞의 내용을 그대로 또는 간결하게 반복하는 것’이 있다. 
위의 ①과 ②의 경우, 문1과 문2의 ‘컴퓨터와 전화기’는 동일하다. 그러므로 문2의 
‘컴퓨터와 전화기’를 ‘그 둘’이라는 ‘대명사’로 대치하여 두 문을 간결하고 매끈하게 
결합할 수 있다. 문단 [가]와 [나]를 대조하면서, 긴밀성을 유지하지 못한 문단 [나]가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 문단 [가]에서 긴밀성을 유지하게 되는지 알아보자.
  다음 문단을 구성하는 문들은 긴밀성을 유지하고 있지 않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문단이 긴밀성을 유지하도록 고쳐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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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사회적인 폐해는 차의 각종 장식에서 생겨나는 꼴불견이라든가 범죄조장, 교통체증 유
발, 그리고 도시의 파괴 등이다. 2물리적인 폐해와 경제적인 폐해 그리고 사회적인 폐해가 
그것이다. 3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에 생겨나는 폐해는 다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4경제적인 폐해는 개인적이거나 집단적으로 자동차 유지비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5물리적
인 폐해는 매연이나 소음 그리고 자동차 운전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부상과 사망이다. 

  위의 문단을 구성하는 문들의 내용을 검토하면, 상대적으로 문3이 종합적이고 추상
적이며 나머지 문들은 문1의 내용을 분석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문3은 화제문이 된다. 따라서 문3을 문단의 제일 앞으로 옮겨야 한다. 그리고 화제문
인 문3은 화제인 ‘자동차 사용의 폐해’가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고 제한하고 있
으며, 그 세 가지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문2이다. 그러므로 문2을 화제문 
다음으로 옮겨야 한다. 그런데 문2는 세 가지 ‘자동차 사용의 폐해’를 ‘물리적인 폐
해’와 ‘경제적인 폐해’와 ‘사회적인 폐해’의 순서로 제시한다. 따라서 문2의 뒤에 각각 
문5, 문4, 문1의 순서로 옮겨야 한다. 그렇게 하면, 다음에 제시된 문단에서 보듯이, 
문단의 ‘통일성’이 유지된다.

  
위의 문단은 그 자체로 ‘긴밀성’도 유지되는 것 같지만, 다음 문단에서 보듯이, 동일
한 것을 다르게 나타내는 ‘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먼저, 다음으로, 끝으로’와 같은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문단의 ‘긴밀성’을 더 잘 유지하게 할 수 있다.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에 생겨나는 폐해는 다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즉 물리적
인 폐해와 경제적인 폐해 그리고 사회적인 폐해가 그것이다. 먼저, 물리적인 폐해는 매연
이나 소음 그리고 자동차 운전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부상과 사망이다. 다음으로, 경제적인 
폐해는 개인적이거나 집단적으로 자동차 유지비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끝으로, 사회적인 
폐해는 차의 각종 장식에서 생겨나는 꼴불견이라든가 범죄조장, 교통체증 유발, 그리고 도
시의 파괴 등이다.

  이상과 같이, 문단의 ‘긴밀성’이 유지되는가 유지되지 않는가를 검토하고 문과 문과
의 내용을 따져서, 논리적인 흐름이 깨뜨려지거나 문과 문과의 연결에 호흡이 끊어지
는 느낌을 주는 부분들을 찾아내고, 그러한 부분을 논리적이고 매끈하게 바로 잡는 
교육을 통하여 논리적인 사고를 길러줄 수 있다.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에 생겨나는 폐해는 다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물리적인 
폐해와 경제적인 폐해 그리고 사회적인 폐해가 그것이다. 물리적인 폐해는 매연이나 소음 
그리고 자동차 운전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부상과 사망이다. 경제적인 폐해는 개인적이거
나 집단적으로 자동차 유지비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사회적인 폐해는 차의 각종 장식에
서 생겨나는 꼴불견이라든가 범죄조장, 교통체증 유발, 그리고 도시의 파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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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장(=글)과 사고
  ‘2’~‘4’의 교육을 통하여 문법에 맞는 문을 사용하여 화제문과 뒷받침문으로 구성되
고 통일성과 긴밀성을 유지하는 문단을 작성할 수 있을 때, 학술문장의 작성 능력은 
80% 이상 갖추게 된다. 나머지 20%는 서술방법과 학술문장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것이다.
  글의 서술방법에는 ‘기술(=묘사), 서사, 설명, 논증’이 있는데, ‘기술’과 ‘서사’는 문
학문장에서 중요시되지만, 학술문장에서는 ‘기술적 설명’이나 ‘서사적 설명’에서 보듯
이, 그것들은 ‘설명’의 한 방법에 속하게 된다. 따라서 학술문장에서는 ‘설명’과 ‘논증’
이 중요시된다. 그 중에서 글 전체가 필자의 주장이 없이 설명만으로 되어 있으면 그
러한 글을 ‘설명문(장)’이라 한다. 이와는 달리, 글 속에 필자의 주장이 있고 그 주장
이 합당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한 글은 ‘설명’과 ‘논증’으로 되는데, 이런 글을 ‘학술문
장’이라 한다. 그 점에서 ‘설명문’은 ‘학술문장’과 구별하여 ‘학술적인 문장’이라 할 수 
있다.
  학술문장의 대표적인 것은 학술논문이고 학술논문의 ‘내용’과 ‘형식’을 간략하게 한 
것이 ‘소논문’이라고 부르는 ‘논술문’이다. 학술논문의 내용은 ‘문제, 자료, 논증, 결
론’이며 그 형식은 ‘체제, 인용, 주석, 참고논저’ 등이다. 이에 비하여, 논술문의 내용
은 학술논문의 그것에서 ‘자료’를 제외하고 ‘길이’를 줄인 것이고 그 형식은 학술논문
의  그것에서 ‘체제’로만 제한한 것이다.
  학술문장은 필자의 주장을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 쓰는 글이다. ‘문’에서 ‘문
단’ 쓰기 능력이 확립된 뒤에 쓸 수 있는 것이 학술문장이다. 여기서는 고등학생의 
글쓰기에 적합한 ‘논술문’을 대상으로 문장과 사고의 논리화에 대해 서술하기로 한다. 
먼저 논술문에서 ‘서론’은 ‘필자의 주장’과 관련되는 일반적인 사실로부터 그 범위를 
축소시키면서 마지막 부분에 ‘주제문’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이때 글의 길이가 
길 경우에는, 본론에서 논의할 ‘논점’를 ‘서론’에서 제시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본론’은 ‘서론’에서 제시한 ‘주제문’을 몇 개의 논점으로 나누어 각 논점
에 대해 논의로 구성된다. 먼저 하나의 ‘논점 A’에 대하여 문단의 처음에 ‘화제문’을 
제시하고 그 화제문을 구체화하는 논거를 3개나 4개를 들어 필자의 논점을 독자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4개나 5개의 문이 하나의 문단이 되도록 논증한다. 그리고 ‘논점 
B’나 ‘논점 C’에 대해서도 ‘논점 A’와 동일한 방식으로 논증한다.
  끝으로 ‘결론’은 ‘본론’에서 논의된 중요 내용의 정리로 구성된다. 이때에 ‘주제’와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것이나 다루지 못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덧붙임으로
써 ‘결론’을 끝낼 수 있다. 주의할 것은 덧붙이는 내용이 ‘주제’와 상관이 없는 것일 
때, 그것이 오히려 글 전체를 잘못되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논술문의 구조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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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주제문과 논점 제시

        
  

논점  A

본론

주제를 몇 개의 논점으로 
나누고 
각 논점에 대해 그것이 
합당함을 증명할 논거를 
제시하여 논증함.

논점  B

논점  C

        
   
   
  

결론

본론에서 논의된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고 필요에 
따라 주제와 관련하여 
논의되어야 할 것을 제시함.

  다음은 ‘인생에서의 우정’이라는 제목으로 다섯 문단으로 완결되는 논술문을 쓰라는 
지시에 따라 쓴 어느 학생의 논술문이다. 이 글을 대상으로 위에서 서술한 논술문의 
구조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1] 흔히들 우정은 사랑보다 더 영원하고 값진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사랑보다도 우정이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왜일까? 그것은 
아마도 일시적이고 열정적이기 쉬운 사랑보다는 지속적이면서도 가슴을 뿌듯하게 하는 우
정이 인생에서는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기 때문일 것이다. 과연 우정은 우리의 인생에 어떤 
역할을 하기에 이다지도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일까?
[2] 인생에서의 우정은 크게 아동기의 우정, 청소년기의 우정, 성인기의 우정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아동기의 우정은 아이들 개인의 성격을 형성하고 나아가 청소년기의 
삶의 바탕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이 시기의 아동은 아직 사회와 본격적으로 접촉할 
수 없는 상황에 있으므로, 사회와 ‘나’와의 관계를 자기와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와의 
관계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기의 우정은 서로 자신의 진로, 고민 등을 토
론할 만큼 성숙된 우정은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는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3] 청소년기의 우정은 청소년들이 자아를 형성하고 평생의 친구를 사귀게 하는 역할을 
한다. 청소년기에는 누구나 가치관의 문제나 앞으로의 진로 등에 대해 고민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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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문단으로 된 논술문의 경우에 첫째 문단은 ‘서론’이고 다섯째 문단은 ‘결론’이
고 나머지 세 문단은 ‘본론’이다. 따라서 ‘본론’의 세 문단을 쓰기 위해서는 세 개의 
‘논점’이 있어야 한다. 먼저, 이 글의 필자는 첫째 문단에서 우정의 중요성이라는 일
반적인 사실로부터 시작하여 문단 끝에 ‘인생에서의 우정에 대한 문제’라는 ‘주제’를 
제시한다. 그 점에서 첫째 문단의 구성은 ‘서론’으로서 적합하다.
  다음으로, 둘째 문단은 인생에서 우정을 세 시기로 나누는 것으로 문을 시작한다. 
세 시기의 우정은 ‘본론’의 세 문단에서 논의할 ‘논점’이 된다. 그리하여 둘째 문단은 
‘아동기의 우정’에 대해서, 셋째 문단은 ‘청소년기의 우정’에 대해서, 넷째 문단은 ‘성
인기의 우정’에 대해서 논의한다. 둘째 문단은 ‘본론’에서 논의할 ‘논점’을 제시하는 
문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두 번째 문이 ‘화제문’이다. 이와 같이, 글 전체의 ‘논점’을 
문 하나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문단 구분을 하지 않고 그 문으로 문단을 시작하며 두 
번째 문이 그 문단의 ‘화제문’이 된다. 그러나 셋째와 넷째 문단에서는 첫 번째 문이 
화제문이다.
  각 문단의 ‘화제문’ 뒤에 배열된 뒷받침문들은 그 내용이 모두 화제문의 내용에 포
함된다. 그러므로 ‘본론’의 문단들은 ‘통일성’을 유지하며, 각 문단의 문들은 질서 있
고 매끈하게 연결되므로 각 문단의 ‘긴밀성’도 유지한다. 따라서 [2]~[4]의 문단은 모
두 ‘본론’을 구성하는 문단으로서 적합하다.
  끝으로, 다섯 째 문단은 ‘서론’에서 제기한 ‘주제’와 ‘본론’에서 논의된 내용을 잘 
정리하고 있으며 ‘주제’에 대한 본인의 소감을 제시하는 것으로 끝난다. 그 점에서 이 
문단의 구성은 ‘결론’으로서 적합하다. 따라서 이 논술문은 매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좋은 논술문은 그 내용을 쉽게 ‘개요’로 작성할 수 있다. 위의 논술문의 ‘개요’를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때에 친구는 그러한 고민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상담자가 된다. 또한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이타적이기 때문에 진실한 우정을 나눌 수 있다. 그러는 동안에 청소년들은 
서서히 자아를 형성하기도 하고 평생을 같이할 수 있는 진정한 친구를 찾기도 한다. 
[4] 성인기의 우정은 청소년기의 우정에 비해 자기중심적인 것이다. 대개의 성인들은 각
자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가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나면 주로 직업에 관련된 문
제나 가정 문제나 자녀의 교육 문제 등이 화제의 중심이 된다. 이 시기의 사람들은 대부
분 각자의 생활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그러므로 친구가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말이나 
마음만으로 걱정할 뿐 그러한 친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정도로 적극적인 경우는 매
우 드물다.
[5] 이상에서 우리는 인생의 시기별 우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정은 크게 아동기, 청
소년기, 성인기의 우정으로 나눌 수 있었으며, 각 시기의 우정은 그 역할과 정도가 다름
을 알 수 있었다. 친구 없이 혼자서만 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우정
의 역할을 올바로 인식하고 아울러 그에 합당한 친구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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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생에서의 우정
  주제문 : 인생의 각 시기에 따라서 우정의 역할은 다르다. 
   1. 인생에서 우정  [1] : 서론
   2. 인생의 시기별 우정 [2]-[4]: 본론
     2.1. 아동기의 우정 [2]
     2.2. 청소년기의 우정 [3] 

       2.3. 성인기의 우정 [4] 
     3. 본론의 요점 정리와 인생에서 우정에 대한 재인식[5]: 결론 

  한편의 완결된 글을 쓰기 위해서는 ‘주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함께 글쓰는 능
력이 필요하다. ‘주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쓴 글은 자칫
하면 필자의 무지를 드러내기 쉽기 때문이다. 그런데 필자가 ‘주제’에 대해서 전문적
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독자가 필자의 생각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하여 
필자의 생각에 동의할 수 있도록 글을 쓸 수 없다면 그 글은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러므로 좋은 글 특히, 좋은 학술문장을 쓰기 위해서는 필자가 ‘주제’에 대
한 전문 지식과 함께 논리적인 사고와 그러한 사고를 표현할 수 있는 글쓰는 법 즉, 
작문법을 알아야 한다.
  ‘논리적인 사고’ 형성을 위한 교육을 받지 않고도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특
별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논리적인 사고’는 교육을 통하여 후천적으로 형성할 
수 있다. 그러한 교육을 담당하는 과목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국어’ 과목이며 그 중
에서 ‘글쓰기(=작문)’ 과목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작문교육’은 그런 역할을 하지 못
한다. 그것은 우리 교육에서 그런 교육이 제대로 행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다음 글은 “석유, 석탄, 가스와 같은 화석연료가 고갈됨에 따라, 전 세계는 에너지 
위기를 탈피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대체 에너지원을 모색하고 있다. 가능한 대체 에
너지원 중에서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대체 에너지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택하여 
그것을 추천하는 완결된 논술문을 1000자(띄어쓰기 포함) 정도로 쓰라.”는 지시에 따
라 쓴 어느 학생의 글이다. 이 글이 가진 문제를 지적하고 그것을 바르게 고침으로써 
정상적인 ‘작문교육’이 논리적인 사고를 형성하는 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알아
보자.

[1] 1지금 전 세계는 화석연료가 고갈됨에 따라 에너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2만약 이 
시점에서 새로운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몇 억년 이상을 원시인
처럼 생활해야 될 것이다. 3특히 화석연료를 거의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화석연료 수출국이 수출을 중단한다면, 그와 동시에 에너지 고갈로 인
한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4그러므로 여기서 가능한 대체 에너지원과 우리나라
에 적합한 대체 에너지원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2] 5화석 연료를 대체할 에너지원으로는 원자력, 조력, 지열, 풍력, 태양열 에너지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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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의 학술문장을 검토하는 기준 중에서 중요한 것은 다음 몇 가지이다. “(1) 글이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2) ‘서론’에서 제시한 ‘주제’가 ‘본론’에서 
논의되고 그 결과가 ‘결론’으로 정리되어 있는가?, (3) ‘제재’가 논리적으로 배열되어 
있는가?, (4) ‘본론’에서 하나의 문단은 ‘화제문’과 ‘뒷바침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단은 ‘통일성’과 ‘긴밀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5) 문단과 문단의 연계에 긴밀성이 
유지되고 있는가?”가 그에 해당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위의 글을 검토해보자.
  먼저, 기준 (1)에 대하여, 이 글은 문단 [1]이 ‘서론’이고 문단 [2]와 [3]이 ‘본론’이
고 문단 [4]가 ‘결론’에 해당하므로 기준 (1)을 잘 지키고 있다.
  다음으로, 기준 (2)에 대하여, ‘서론’에서 제시한 ‘주제’는 문단 [1]의 문4에서 확인
되는 ‘가능한 대체 에너지원과 우리나라에 적합한 대체 에너지’이다. 이 주제는 문단 
[2]와 [3]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그 결과는 문단 [4]의 문17에 정리되어 있다. 그것
은 ‘우리나라의 최적 대체 에너지원은 원자력 에너지’라고 하는 데에서 확인된다. 그
런데 필자는 ‘주제’를 ‘우리나라의 최적 대체 에너지원은 원자력 에너지로서’와 같이 
부사절로 표현하고 그 뒤에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이에 대한 위험 가능성을 최
대한 억제시키는 것’이라는 말을 부연하고 이어 문18과 문19를 추가하고 있다. 그러
한 서술은 독자들이 마치 ‘원자력 에너지 위험 가능성의 최대 억제’가 실제 ‘주제’인 
것으로 믿게 함으로써 ‘서론’에 제시된 ‘주제’와 ‘결론’이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
하고 있다.
  그리고 기준 (3)에 대하여, ‘제재’는 비교적 논리적으로 배열되어 있다고 하겠다. 그
러나 문단 [3]의 경우, 문11이 앞에 있으므로, 그 경우에는 문12를 문단의 제일 뒤에 

있다. 6이 중 지열과 풍력은 지구상에서 그 특성에 맞는 곳이 극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에 대처하기 힘들다. 7원자력은 에너지 효율성이 높고 거의 어느 
곳에나 설비 가능한 이점이 있으나 방사능 노출의 위험성을 동반하고 있다. 8조력은 반영
구적이고 폐기물이나 환경오염 물질의 방출이 없는 순수한 자연 에너지로 주목된다. 9그러
나 아직까지는 설비비용이 비싸고 에너지 효율성에서 의구심을 갖게 하는 부분이 있다. 
10태양열은 환경오염이나 에너지원이 무제한이라는 장점은 있으나 설비비용이 비싸고 날
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 단점이 있다. 
[3] 11이와 같은 대체 에너지원의 개발과 연구는 어느 정도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는 있으
나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대비가 거의 없는 게 사실이다. 12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에너
지원은 원자력 에너지이다. 13우리나라 지형의 특성상 지열, 풍력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14조력 발전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현재 그 설비비용은 과연 그 만큼의 
에너지 발생이 가능할까하는 의문마저 일으킨다. 15게다가 리아스식 해안인 서해안만이 
그 입지조건을 지니는 만큼 제한이 있다. 16여름에 장마철이 있고 겨울에는 일조시간이 
짧으므로, 태양력 에너지도 우리나라에는 적합하지 않다. 
[4] 17요컨대 우리나라의 최적 대체 에너지원은 원자력 에너지로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이에 대한 위험 가능성을 최대한 억제시키는 것이라 하겠다. 18즉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사고에 대한 철저한 사전 예방과 핵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 
및 투자가 필수적이다. 19이것이 동시에 행해진다면 우리는 이 에너지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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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는 것이 적합하다. 또 기준 (4)의 경우, 개별 문단을 중심으로 문단의 구성과 문단
의 통일성과 긴밀성에 대해서 검토하기로 한다.
  첫째 문단 [1]은 ‘서론’이다. ‘서론’은 일반적인 사실에서 시작하여 그 범위를 좁혀 
문단의 끝에 ‘주제’를 제시하여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구성하는 것이 좋다. 이 점에서 
문단 [1]은 ‘서론’ 문단으로서 적합하다. 둘째 문단 [2]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원
들을 포함하는 문1로 시작하여, 문1에 제시한 에너지원에 대해 장점과 단점을 구체적
으로 서술하는 문으로 뒷받침문을 구성하고 있다. 그 점에서 문단 [2]의 구성은 잘 되
어 있으며 문단의 통일성도 잘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긴밀성은 잘 유지하고 있지 않
다.
  문단 [2]와는 달리, 문단 [3]은 화제문으로 시작하고 있지 않다. 문단의 구성을 [2]
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려면, 문단 [3]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문11을 없애
고 문12를 ‘그 중에서(또는 따라서)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에너지원은 원자력 에너
지이다.’로 바꾸어 문단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하면, 문단의 통일성이 
확실하게 유지된다. 그러나 문단의 긴밀성은 잘 유지하고 있지 않다.
  한편 문단 [4]는 ‘결론’ 문단이다. ‘결론’ 문단은 ‘본론’에서 논의된 중요 내용을 정
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특별히 ‘주제’와 관련하여 다루지 못했거나 앞으로 다루어
야 할 것이 있는 경우에 그것을 문단 끝에 제시한다. 그런데 문단 [4]는, 검토 기준 
(2)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결론’을 부사절로 서술하고 그 뒤에 불필요한 문을 덧붙
임으로써 그 구성에 문제가 있다.
  끝으로, 기준 (4)에 대하여, 이 글은 ‘이와 같은’이나 ‘요컨대’와 같은 구나 접속어
를 사용하여 문단과 문단를 잘 연계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것은 이 글만을 대상으로 검토한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은 주어진 
‘지시 사항’에 따라 쓴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 대한 중요한 평가 기준은 이 글이 
‘지시 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가의 여부이다. 제시된 ‘지시 사항’을 정리하면, ⓐ ‘화
석연료’에 대한 대체 에너지 원 중에서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것을 택할 것, ⓑ 그 
대체 에너지원을 추천하는 1000자(띄어쓰기 포함) 정도의 완결된 ‘논술문’으로 쓸 것
이다.
  이 기준에 의하면, 이 글은 ⓐ를 잘 지키고 있다. 그러나 이 글은 ⓑ에서 요구하는 
‘그 대체 에너지원을 추천하는 글’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 글은 중요한 ‘지시 사항’을 
지키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
  다음 글은 위에서 논의한 이 글의 문제점을 수정하고 보완한 것이다. 학생의 글과 
수정된 글을 대조하면서, 학술문장의 쓰기 교육이 ‘논리적인 사고’를 형성하는 데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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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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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지금까지 학술문장 쓰기와 논리적인 사고의 형성을, 단어, 문, 문단, 문장으로 나누
어 서술하였다. 먼저 모든 단어는 의미면에서 대등한 것이 아니라 층을 이루고 있다.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단어는 추상적인 의미를 가지며 위층의 위에서 아래
층으로 내려갈수록 단어는 구체적인 의미를 가진다. 그러므로 상위층의 추상적인 단
어는 그와 관련된 아래층의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는 많은 단어를 포괄할 있고 구체적
인 단어들은 그와 관련된 위층의 단어가 가진 추상적인 의미를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학술문장 쓰기는 사고(思考)의 추상화(=종합)와 구체화(=분석)에 의한 것이므로,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단어를 많이 알고 있지 못하면, 그러한 사고 작용을 제대로 할 
수 없다.
  다음으로 문은 완전한 생각을 나타내는 최소단위이다. 글은 문으로 구성되므로, 문
이 문법에 맞지 않으면, 글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문법에 맞는 문을 
쓰고 문법에 맞지 않는 문을 찾아서 문법에 맞게 고칠 수 있게 하는 교육은 논리적 
사고를 형성하는 기본이 된다.
  그리고 문단은 글의 최소단위이다. 서론 문단과 결론 문단을 제외한 학술문장의 본
론 문단은 기본적으로 화제문과 뒷받침문으로 구성된다. 화제문은 그 문단에서 말하
고자 하는 중심생각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추상적이다. 그러한 추상적인 생각을 구체
적으로 나타내어 독자가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뒷받침문들이다. 그리고 하나의 문단

가능한 대체 에너지원에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대체 에너지원을 택하여 추천하고자 한다.
  현재 알려진 대체 에너지원에는 조력, 태양열, 원자력 등이 있다. 이 중 조력은 반영
구적이고 오염물질의 방출이 없는 에너지원이라는 장점은 있으나 발전을 위한 시설비가 
비싸고 에너지 효율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태양열은 에너지원이 
무제한이고 환경오염이 없다는 장점은 있으나 발전을 위한 시설비가 비싸고 날씨에 영
향을 많이 받는다는 단점이 있다. 끝으로 원자력은 에너지 효율이 높으며, 거의 어느 곳
에나 발전을 위한 설비가 가능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방사능 노출의 위험이 있다는 단점
이 있다. 
  이상과 같은 여러 대체 에너지원 중에서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것은 원자력이다. 조
력은 간만의 차이가 큰 서해안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므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에너지원이 
될 수 없다. 태양열 역시 우리나라의 기후가 여름에 장마철이 있고 겨울에는 일조시간이 
짧기 때문에, 적합한 에너지원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원자력은 지형이나 기후에 영향 받
지 않으며, 소량의 연료로 엄청난 량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우리나
라에 가장 적합한 대체 에너지원이라 하겠다. 
  지금까지 가능한 대체 에너지원과 우리나라에 적합한 대체 에너지원에 대해서 논의하
였다. 그 결과 가능한 대체 에너지원으로는 지열, 풍력, 조력, 태양열, 원자력 등이 있으
며, 이 중에서 원자력은 지형과 기후에 영향 받지 않으며 경제적이므로, 우리나라에 적
합한 대체 에너지원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필자는 ‘원자력’을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
한 대체 에너지원으로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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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통일성과 긴밀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문단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필자가 
사고를 추상화하고 구체화하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문단 쓰기의 교육은 그
러한 사고를 형성하는 바탕이 된다.
  끝으로 문장은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작성된 완결된 글이다. 특히 학술문장은 형
식과 내용이 동일하게 중요시되는 글이다. 학술문장의 형식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체제’이며 내용은 ‘문제, 자료, 논증, 결론’이다. 학술문장의 체제는 ‘서론, 본론, 결
론’으로 구성되며, ‘서론’과 ‘결론’을 구성에 맞게 쓰고 ‘본론’의 구성과 전개가 통일성
과 긴밀성을 유지하도록 쓸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맞게 문장을 쓰기 위해서는, 단어
와 문과 문단 쓰기에서 형성된 사고가 종합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사고의 추상화
(=종합)와 구체화(=분석)가 문단을 쓸 때보다 훨씬 복잡하고 치밀하지 않으면 안 된
다. 그러므로 논리적인 사고를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학술문장 쓰기 교육이 
절대적이라 할 만큼 중요하다. 따라서 고등학교 국어 과목 중 ‘작문교육’은 학생들이 
제대로 된 학술문장을 쓸 수 있도록 시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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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주제. 토마스 만과 이청준

안삼환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 명예교수)

1. 인문학 강의란 무엇인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선 사람은 한 인문학자이며, 여러분은 이른바 인문학 강
의를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우선 인문학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인문학(人文學)이라 할 때의 
문(文) 자는 글월 문 자이지만, 여기서는 글이 생기기 이전의 옛 의미인 ‘무늬’란 뜻
입니다. 현대에는 ‘무늬’를 뜻하는 ‘무늬 문’(紋) 자가 새로이 고안되어 쓰이고 있지만, 
불기운을 받은 거북의 등이 어떤 무늬로 갈라졌느냐 하는 모습을 보고 점을 치던 이
른바 상형문자의 시대에는 문(文) 자가  ‘무늬’란 의미를 지녔던 것입니다.
  이런 사정은 천문학(天文學)이란 단어를 보면 더욱 분명해 집니다. 천문학은 하늘의 
‘글’을 공부하는 학문이 아니라 하늘의 ‘무늬’, 즉 하늘의 모습을 연구하는 학문이란 
뜻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문학은 사람의 모습, 사람다운 모습, 그리고 사람다운 
처신을 연구하는 학문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인문학은 다시, 인간이 말하고 표현한 것
을 연구하는 문학, 인간의 삶이 지금까지 어떻게 발달해 왔는가를 연구하는 사학, 그
리고 인간이 무엇을 생각해 왔고 또 무엇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가를 연구하는 
철학 등 3대 분과학문으로 나눠집니다. 그 중 문학은 또 다시 국어국문학, 영어영문
학, 독어독문학, 불어불문학 등 세부전공들로 나눠져 우리나라 사람들, 영미 사람들, 
독일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이 각각 어떤 말, 어떤 글을 남겼는가, 그리고 또 그들이 
현재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독문학자인 저는 독일 사람들의 삶의 양태와 그들의 문학적 성과물에 대해 공부하
는 사람으로서, 괴테, 토마스 만 등 독일의 시인과 작가들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독일 문학을 연구하는 것은 그 결과를 우리나라의 문학적 성과와 비교하고, 나
아가서 그 비교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우리 문학과 우리 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
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독일 작가 토마스 만과 한국 작가 이청준이란 주제 역시 이
러한 저의 인문학적 연구들 중의 하나라 하겠습니다.

2. 독일의 소설가 토마스 만

  독일의 소설가 토마스 만(Thomas Mann)은 1871년에 태어났습니다. 오스트리아와 
그 부속 이민족 국가들을 제외하고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소(小) 독일 통
일’(1871)을 달성한 빌헬름 황제와 그 재상 비스마르크 시대에 태어난 토마스 만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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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세계대전(1914), 바이마르 공화국(1919-33), 나치 시대(1933-45), 2차 세계대전 
중의 미국망명 시기(1939-1948), 전후 시대(1949-1955) 등 복잡한 시대를 두루 살았
습니다. 그의 정치적 궤적은 또 하나의 연구 과제가 될 만큼 매우 복잡하지만, 그것
을 여기서 논외로 치자면, 그는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1901). 마의 산(1924), 
파우스트 박사(1947) 등 많은 소설들을 써서 산문문학이 부진하였던 독일문학에서 
유독 소설이란 장르 하나를 고집하면서 독일 산문문학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
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만이란 이름은 세계적으로 카프카적 부조리(不條理) 소설이 나
오기 이전까지의 전통적 소설 양식의 최고봉을 의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토마스 만의 첫 장편소설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1901)은 그의 고향인 북부 독일
의 항구 도시 뤼벡의 어느 상인 가문의 흥망성쇠를 4대에 걸쳐 묘사하고 있는데, 이 
소설은 출간되자마자 당시 독일시민계급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시민계
급의 독자들은 이 이야기를 자신의 집안 이야기와 비슷하게 받아들였고, 병약하여 일
찍 죽는 제4대 하노의 이야기가 마치 자기 자신의 사연인 것처럼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만이란 이름은 일약 독일 시민계급의 흥망성쇠를 기록한 작가를 의미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명성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작가로서의 자부심과 자기 나름의 사명감을 갖
게 된 토마스 만은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이 나온 지 불과 2년만인 1903년에 또 
하나의 자전적 중편소설 토니오 크뢰거를 출간하게 됩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토
니오 크뢰거는 말하자면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의 마지막 주인공 하노가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청년작가로 성장한 인물이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 토마스 만의 작품들이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토니오 크뢰거라는 작품 하나만을 중심으로 해서 
토마스 만의 문학세계를 간단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니오 크뢰거(Tonio Kröger)라는 주인공의 이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독일
인들에게는 토니오 크뢰거라는 주인공의 성명이 좀 유별나게 들립니다. 우선 ‘토니오 
크뢰거’라는 이름을 한번 발음해 보자면, 라틴계 세례명인 안토니오(Antonio)의 약칭
이자 애칭인 토니오와, 북독 시민계급의 점잖은 가문을 연상시키는 순(純) 독일 성씨
(姓氏)인 크뢰거가 좀 부자연스럽게 결합된 이름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작가 토마스 만의 어머니가 원래 폴투갈계 남미혼혈이었기 때문에 일부러 이런 남방
계 이름을 갖다 붙인 것이고, 한편 아버지는 북독 뤼벡 시의 부유한 상인으로서 뤼벡 
시정(市政)에도 깊이 관여한 근엄한 시민이었기 때문에, 발음하는 데에 다소 긴장감이 
돌고 엄숙한 느낌을 주게 되는 ‘크뢰거’라는 성씨를 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토니
오 크뢰거’라는 성명은, 간단히 말해서, 작가 토마스 만 자신의 출생 내력을 아울러 
숨겨놓은 것이며, 따라서 주인공 토니오 크뢰거는 토마스 만 자신의 분신으로 간주됩
니다.
  예컨대 우리 한국에서 아이 이름이 요한이나 요섭이면 금방 그 집안의 종교를 짐작
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나 할까요. ‘토니오’라는 이름은 독일 소년의 보통 이름인 
한스나 빌헬름과는 달리 곧 바로 ‘안토니오’라는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계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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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연상시킵니다. 이 작품에
서 북쪽은 북독의 상업도시 
뤼벡의 독일적, 시민적인 삶
을 의미하고, 남쪽은 청년 
토마스 만이 작품 활동을 
시작했던 남독 뮌헨의 자유
분방한 예술가적 기질을 상
징하는 때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토니오 크뢰거
가 어릴 때 좋아한 동급생 
남자친구 한스, 그리고 나중
에 사춘기가 되어서 사랑했
던 여학생으로서 잉에보르크
가 있는데, 두 사람에 대한 
그의 사랑도 시민계급에 대
한 예술가적 기질의 토니오 
크뢰거의 사랑이라 볼 수 
있습니다.
  즉, 한스와 잉에보르크 - 
두 사람 다 금발로서 북독
의 시민을 대표하는 유형이
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한 토니오의 사랑
이 짝사랑이라는 점도 유념
할 만한 것입니다. 토니오는 소년시절에는 동급생 한스를 동성애적으로 짝사랑했고, 
나중에 사춘기에는 의사의 딸 잉에보르크를 짝사랑했는데, 두 케이스 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늘 무대 바깥에 머물면서 구경만 하고 있는 아웃사이더 토니오가 대중의 
인기를 한 몸에 누리고 있는 무대 위의 주인공을 짝사랑하는 양태라고 할 수 있습니
다.

  다음은 이런 토니오의 짝사랑을 잘 표현한 한 장면입니다.

  “이윽고 춤판이 중단되고 잠시 휴식시간이 되었다. 하녀가 포도 젤리를 듬뿍 
채운 유리잔들을 쟁반 위에 받쳐 들고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안으로 들어
왔으며, 그녀의 뒤를 따라 부엌에서 일하는 아줌마가 자두 케이크 한 판을 들고 
들어왔다. 그러나 토니오 크뢰거는 그 자리를 살짝 빠져나와 남몰래 복도로 나왔
다. 그러고는 두 손으로 뒷짐을 진 채 덧창이 내려진 어떤 창문 앞에 서 있었다. 
이때 그는 그 덧창을 통해서는 아무 것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앞에 서서 

<그림 1> 북부 독일 뤼벡 시에 있는 옛 만(Mann) 가(家)의 
저택: 현재의 ‘부덴브로크 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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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을 내다보는 척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럽게 보이리란 사실은 미처 생
각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아주 큰 상심과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는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이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는 여기에 와 있는 것일까? 왜 그는 자
기 방 창가에 앉아 슈토름의 임멘호(湖)를 읽고 있지 않은가? 그곳이 그가 있
을 자리일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야 춤을 추면서 마음껏 활기와 재치를 과시하라
지! 아니,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있을 자리는 여기다! 여기서라야 그는 
자신이 잉에의 근처에 있음을 알 수 있으니까. 비록 그가 고독하게 멀리 떨어진 
곳에 서서 저 안쪽에서 들려오는, 웅얼거리고 쨍그랑거리는 소리와 웃음소리 가
운데에서 그녀의 목소리를 구별해 내려고 애쓰고 있긴 하지만! 그 목소리 속에는 
따뜻한 삶의 울림이 있으니까. 너 금발의 잉에여! 웃고 있는 네 길쭉한 푸른 두 
눈이라니! 임멘호(湖)를 읽지 않고, 그런 작품을 쓰려는 시도 따위는 결코 하지 
않는 사람만이 너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명랑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슬픈 
일이지!
  그녀가 와야 할 것이다! 그녀는 그가 없는 걸 알아차리고 그의 기분이 어떤지
를 짐작해야 할 것이다. 그러고는 살며시 그를 뒤따라 와서는 단지 동정심에서만
이라도 좋으니 그의 어깨 위에다 손을 얹고는, ‘우리들 있는 데로 들어와. 기분을 
내. 난 당신을 사랑해’하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기 등 뒤에서 혹시 
인기척이 날지도 몰라서 뒤쪽으로 귀를 기울이면서 그녀가 올지도 모른다는 어리
석은 긴장감 속에서 기다렸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오지 않았다. 이 세상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법이다.”  

  이것은 내성적이고 조용한 국외자 토니오가 언제나 명랑하고 생기발랄한 잉에를 남
모르게 동경하는 그런 짝사랑을 그리고 있는 대목인데, 이 사랑에는 따뜻한 그리움과 
약간의 질투가 뒤섞여 있는 선망, 그리고 자존심과 약간의 경멸감이 뒤섞여 있습니다.
  토마스 만 연구가들이 전문적인 용어로 반어(Ironie)라고 부르고 있는, 이런 여러 
모순감정들이 동시에 병존하고 있는 짝사랑이 왜, 어디서 생겨났을까요? 그것은 토마
스 만 자신의 집안 내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원래 북독 뤼벡의 시민계급의 명문
가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뤼벡에서 곡물상을 경영하는 대상인이었던 아버지는 토
마스 만이 장차 가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훌륭한 시민으로 성장해 주기를 희망했었습
니다. 그렇지만, 토마스 만은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의 마지막 주인공 하노처럼 학
교공부와 집안의 사업에는 뜻이 없고 바이얼린을 켜고 시 나부랭이를 끄적거리는 데
에 취미를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소설 토니오 크뢰거에 등장하는 한스와 잉에는 
말하자면 시와 소설 따위에는 아무 신경도 쓰지 않으면서 평범하고 건전하게 살아가
고 있는 토마스 만의 고향 사람들, 즉 시민들을 대표하고 있고, 토니오는 그 시민의 
길을 저버리고, 시민들이 보기에는 떠돌이, 집시, 야바위꾼이나 하는 짓, 즉 시나 쓰
는 몽상가인 것입니다. 한스와 잉에를 바라보는 토니오의 심경에 비단 그리움과 선망
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질투, 약간의 자존심, 약간의 경멸감이 병존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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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니오 쪽에서도 자긍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토니오는 사물을 보다 깊이 
통찰하고 있고 현상만이 아니라 사물의 본질까지도 투철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자각을 
갖고 있습니다. 명랑하고 생기발랄하게 행동하면서 삶의 근저에 가로놓여 있는 슬픔
과 아픔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그들 속물들에 대한 약간의 경멸이 시민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 안에 뒤섞여 있다는 것을 토니오는 잘 알고 있습니다. 토니오의 이 짝사
랑은 말하자면 속물들을 비스듬히 바라보는 국외자적 인간의 선망과 경멸감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그런 반어적(反語的)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스 한젠과 잉에보르크 홀름에 대한 짝사랑의 체험을 겪은 토니오 
크뢰거의 앞으로의 인생행로는 작품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살펴보겠습
니다.
  토니오는 이제 작가로서 성공을 거두고 제법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시민계급
의 도시, 상업의 도시인 자신의 고향 북독 뤼벡을 떠나, 남독의 도시 뮌헨에서 작가
로서 정착하였습니다. 그 당시는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는 소위 세기말, 또는 
세기전환기로서 당시의 뮌헨은 이른바 세기말적 우수와 다소 방탕한 분위기에 휩싸인 
예술가의 도시였습니다. 특히, 뮌헨의 슈바빙 구역에서는 예술가들이 모여 살며, 진부
한 속물들의 삶을 경멸하면서, 소위 ‘예술을 위한 예술(l’art pour l’art)’을 추구하는 
유미(唯美)주의적 경향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이런 콧대 높고 방종한 예술가들과 
사귀면서도, 북독 출신의 토니오 크뢰거는 자기 조상들이 상업을 영위하듯이 진지한 
태도로 자신의 예술세계에 전심전력을 기울인 결과, 그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부류
의 한 예술가로 성장합니다.
  말하자면, 토니오 크뢰거는 뮌헨의 당시 예술가들과는 다른, 북독일적, 시민적 요소
가 섞인 한 다른 예술가 유형으로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작품 속에서 이러한 
작가 토니오 크뢰거를 아주 잘 묘사한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술가적 재능은 날카로워졌고 꾀까다롭게 되고 뛰어나고 소중하
고 섬세하게 되었으며, 진부한 것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반응하고 분별과 취향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극히 민감했다. 그가 처음 등단하자 관계자들 사이에서 많은 
박수갈채와 큰 환성이 터져 나왔다. 왜냐하면 그가 내어놓은 것은 값지게 세공을 
한 물건으로서 유머에 가득 차 있었고 괴로움을 알고 있는 작품이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의 이름은, 한때 그의 선생님들이 꾸짖으면서 부르던 그 이름, 그가 
호두나무와 분수와 바다에 부치는 그의 첫 시 아래에다 서명을 했던 그 이름, 남
국과 북국이 복합된 그 울림, 이국적인 입김이 서린 이 시민계급의 이름이 순식
간에 탁월한 것을 지칭하는 대명사가 되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체험의 고통스
러운 철저성에다가 끈질기게 견디면서 명예를 추구하는 희귀한 근면성이 한데 어
울려 있었기 때문이며, 또한 이 근면성이 꾀까다롭고 신경 과민한 그의 취향과 
싸우면서 격렬한 고통을 느끼는 가운데에 비상한 작품을 창조해 내었기 때문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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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 대목에 토마스 만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작가 유형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뮌헨의 셸링가를 누비던, 속물들을 무조건 경멸하면서 오만스럽게 굴던,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몹시 황폐화되어 있던, 그런 세기말적 예술가 유형과는 다른, 제
3의 새로운 예술가 유형인 것입니다.
  토니오 크뢰거가 그의 여자친구인 러시아인 여류 화가 리자베타 이바노브나에게 보
내는 편지에도 이와 비슷한 자기 고백이 들어 있는데, 그 대목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
겠습니다.

  “나는 두 세계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세계에도 안주할 수 없습
니다. 그 결과 약간 견디기가 어렵지요. 당신네들 예술가들은 나를 시민이라 부르
고, 또 시민들은 내 고향도시에서 나를 사기꾼으로 잘못 알고 체포하려 했습니다. 
이 둘 중 어느 쪽이 더 나의 마음에 쓰라린 모욕감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민
들은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나를 가리켜 냉정하다거나 동경이 없다고 말하는 당
신들 미의 숭배자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 세상에는 애초부터, 운명적으로 
타고난 모종의 예술가 기질도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 어떤 동경보다도 일
상성의 환희에 대한 동경을 가장 달콤하고 가장 느낄 만한 동경으로 여기는 그런 
심각한 예술가 기질 말입니다.”

  토니오 크뢰거가 시민도, 예술가도 아닌, 어떤 새로운 유형의 예술가라는 것이 여
기서 명백해 집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예술가일까요? 토니오의 어
머니는 음악적 분위기로 늘 토니오를 감싸주는 예술가 유형이었습니다. 그러나 토니
오의 아버지는 원래 시민이었고 좋지 않은 통지표를 들고 오는 토니오를 늘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토니오가 어머니의 감싸주는 태도보다 꾸지람하시는 아버지가 늘 더 
옳다고 느꼈듯이, 그가 자신에게 무심한 한스와 잉에를 그래도 사랑했듯이, 토니오는 
자신이 예술가가 되어서도 이들 금발을 한 속물들을 경멸하지 않고 이들에 대한 사랑
을 결코 잃지 않는 예술가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삶과 멀어진 세기말적 예
술을 보다 삶에 밀착시키겠다는 것이고 결코 삶과 그 속에서 헤매고 있는 속물들을 
경멸하지 않으려는 이 태도가 바로 삶과 예술의 중간에서 그 어느 쪽에도 완전히 경
도되지 않은 토마스 만의 유명한 반어적 태도인 것입니다. 이런 사정을 잘 설명해 주
고 있는 장면 하나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른바 라이트모티프(Leitmotiv)라고 해서 
원래는 바그너의 음악에서 유래한 기법(技法)인데, 앞서 나온 장면이 다시 한 번 비슷
하게 변주되면서 그 의미가 보다 뚜렷해지도록 반복해 주는 그런 음악적, 문학적 기
법입니다. 토니오가 북국 여행 중에 그 옛날의 한스와 잉에가 어느 무도회에서 함께 
춤을 추는 장면을 숨어서 몰래 관찰하게 되는 장면이 바로 그것입니다.

  “음악이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각 쌍들이 서로 경례를 하면서 서로 섞여들기 
시작했다. 잉에가 토니오 크뢰거 바로 앞에서, 유리문 바로 곁에 있는 조에서 춤
을 추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예전부터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어떤 감정 속에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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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며 두 눈을 감았다. ...... 이게 무슨 감정이더라? 동경? 애정? 질투, 자기 경
멸? 금발의 잉에여, 너는 웃었지? 그런데 이제 내가 제법 유명한 사람이 된 오늘
에도 넌 날 비웃겠느냐? 그렇다, 너는 그럴 것이다. 그리고 그러는 것이 또 너무
나도 당연하다. 그리고 설령 내가 아홉 개의 교향곡과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
계와 최후의 심판을 순전히 나 혼자서 다 창조해 내었다 치더라도, 너는 영원
히 비웃을 권리가 있다. 그는 다시 한 번 ‘그들’, 한스와 잉에 쪽을 돌아다보고는 
그 베란다와 무도회를 뒤로 하고 자기 방으로 올라갔다. 그는 자기가 동참하지도 
않은 잔치에 도취되어 있었으며, 질투 때문에 피곤했다. 옛날과 같았다. 옛날과 
똑 같다! 달아오른 얼굴로 나는 어두운 곳에 서서 너희들 금발의 행복한 생활인
들의 환심을 사려고 괴로워했지, 그러다가 이윽고 외로이 그 자리를 떠났지. 이제 
누군가가 와야 한다! 이제 잉에보르크가 와야 한다! 그녀는 내가 가버린 것을 알
고 살그머니 내 뒤를 따라와서 내 어깨 위에다 손을 얹고 ‘같이 들어가자! 기분을 
내! 난 널 사랑해!’라고 말해야 한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오지 않는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법이다. 그렇다. 그 당시와 같았다. 그리고 그는 그 당시와 마찬가
지로 행복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살아있기 때문이었다.”

  정말 옛날과 비슷한 상황이 다시 한 번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작가 토니오 크뢰거의 입장이 명백하게 보입니다. 그는 뮌헨의 다른 예술가
들처럼 콧대 높게 삶과 시민을 경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경하면서 예술과 삶의 
갈등을 지양하여 보다 더 높은 그 무엇을 이룩해 내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초기 토마스 만의 핵심적 주제인 ‘시민 기질’과 ‘예술가 기질’의 
반어적 갈등을 고찰하였습니다. 토마스 만이 그의 후기에 봉착한 여러 정치적 사건들
과 거기서 유래하는 미국 망명, 그리고 자기 조국의 죄업을 인류에게 사죄하고 자기 
자신의 정치적 과오를 반성하면서 쓴 그의 만년의 문제작 파우스트 박사 (Doktor 
Faustus, 1947) 등에 관해서 여기서 상론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지만, 여기서는 다만 
‘시민’과 ‘예술가’의 문제가 작가 토마스 만의 유일한 관심사는 아니었다는 사실만은 
일단 밝혀놓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3. 한국 작가 이청준

  한국의 작가 이청준(1939~2008)한테서도 이런 시민성과 예술성의 갈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960년에 입학했으나 군복무를 마치고 1964년에 서울대학교 문리대 독문과에 복학
한 이청준은 강두식 교수의 토마스 만 강독을 수강하게 됩니다. 강 교수는 평소 그의 
강의에서, 독문학을 공부하여 앞으로 작가가 되는 것이, 그것도 인기 있는 작품을 써
서 돈을 벌고 명성을 누리는 그런 작가가 아니라, 토마스 만과 같이 이 세상의 운행
의 법칙에 순응, 또는 저항하는 여러 인간 유형들을 정치(精緻)하게 형상화해 내는 드
높은 수준의 ‘시인’(독일에서는 소설가도 그가 일가를 이룬 존경받는 작가일 경우, 시
인이라고 부른다)이 되는 것이,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한국 소설문학의 발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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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한국 독문학도로서 가장 성공하는 길이라는 점을 누누이 강조하곤 했습니
다.
  강 교수의 토니오 크뢰거 강독을 통해 이청준은 토마스 만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
으로, 그리고 가장 강렬하게 받은 한국 작가가 되었고, 사실 그는 강 교수의 가르침
을 그의 젊은 가슴 속에 가장 절절히 받아들여 그것을 끝까지 성실하게 실천한 강 교
수의 수제자입니다. 당시 이청준은 대개 강의실 뒤의 구석 자리에 숨은 듯이 앉아 있
다가 휴식시간이면 홀로 창가에 서서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멀리 남산 꼭대기를 바라
보며 줄담배를 피워대곤 했습니다. 그의 그 곤혹스러운 표정은 모순으로 점철된 그의 
현실상황에서 유래하는 것이었겠습니다. 즉, 고향인 전남 장흥의 “노인”(노모를 말함)
은 아들이 각박한 도시생활을 무사히 견뎌내고 돈을 벌거나 높은 관직에 올라 금의환
향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은 오늘 당장 하숙집에서 쫓겨나야 할 
처지인데도, 토마스 만의 강의는 고답적이기 그지없고, 강의실 바깥의 한국사회는 이
루 말할 수 없이 부패해 있고 고달픈 민초들은 군사독재에 짓눌려 신음하고 있습니
다. 이 때 이청준이 느낀 것은 아마도 토니오 크뢰거가 보았던 저 “희극과 참상 – 희
극과 참상”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토마스 만의 작품 중 이청준이 읽은 작품은 부덴브로크 가의 사람들, 토니오 크
뢰거, 선택받은 사람 등인데, 그의 고백에 의하면 토마스 만의 소설은 그로 하여금 
“소설이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치열한 인간의식의 구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토마스 만한테서 “철학적 진지성과 음악적 특성
을 지닌 작품구성방식”과 “이원적 세계관의 대립 양상과 액자 양식의 이야기 전개 방
식”(안삼환: 괴테, 토마스 만 그리고 이청준, 세창출판사 2014, 208쪽 참조) 등을 배
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만의 영향을 찾아볼 수 있는 자신의 작품으로는, 병
신과 머저리, 매잡이, 남도사람 연작 등을 들었습니다.
  이청준은 누구를 단순 모방하기에는 너무나 진지하고 또 치밀한 작가입니다. 그가 
토마스 만한테서 배운 것은 주로 작품을 대하는 작가의 진지성이고, 작품 구성 방식
의 치밀성 및 정교성이었는데, 이를 테면 그의 장편 소문의 벽에서 볼 수 있는 “액
자 양식의 이야기 전개 방식”, 즉 ‘소설 속의 소설 속의 소설’(3개 소설의 중첩)을 통
한 다층적 시각(視角)의 확보 방식 같은 것이었고, 위의 토니오 크뢰거에서 살펴본 
‘라이트모티프’ 기법 같은 것이었습니다.
  굳이 주제면에서 토마스 만의 영향을 찾자면, 그것은 단연 토마스 만의 초기 문학
에서 주로 나타나는 예술성과 시민성의 갈등의 문제입니다. “생활하는 자는 창작할 
수 없다”는 토니오 크뢰거의 인식은 진작부터 작가 이청준의 근본 인식이기도 했습니
다. 예컨대 그의 작품 매잡이를 보면, 이청준이 토마스 만에게서 배운 예술가 문제
를 어떻게 한국적 문화번역을 거쳐 작품화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매를 부
리는 사람 곽서방은 서구적 예술가는 아니지만, 매잡이 곽서방은 이미 시대에 뒤떨어
진 재주, 즉 매를 부려서 꿩을 잡는 재주를 외로이 지키다가 주위 세계로부터 버림받
아 죽어가고 있는 일종의 예술가로서, 말하자면 그는 시민성을 등진 채 외로이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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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길을 끝까지 걷는 한국적 예술가의 전형인 것입니다. 이 인물은 또한 현실적 생활
인이기를 거부하고 소설이란 시류에 맞지 않는 예술에 목숨을 건 작가 이청준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그 다음에는 아무 것도 더는 기록할 게 
없을 듯해서요......”

  이것은, 하노가 가문(家門) 일지의 맨 아래에 자를 갖다 대고 단호한 빨강색 선 두 
개를 그어놓은 것을 발견한 아버지 토마스 부덴브로크가 크게 화를 내면서 아들에게 
왜 이런 짓을 했느냐고 다그쳐 묻자 아들 하노가 대답한 말입니다. 가문의 주요 사항
들을 기록하는 일지 중 자신의 이름을 발견하자 그 밑에다 이런 빨간 선을 그어놓은 
어린 아들에게 토마스 부덴브로크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을 것
입니다. 장차 자신의 사업을 물려받아야 할 아들이 이런 불길한 예언적 장난을 저질
렀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가문과 향리의 숙원대로 실생활과 직결되는 법학이나 경영학 따위의 전공
을 선택하지 않고 천만 뜻밖에도 독문학을 공부하겠다며, 서울대 문리대 독문과에 진
학했을 때, 이청준의 노모와 고향의 친척들도 아마 이 토마스 부덴브로크와 비슷한 
절망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청준의 소설들에서 주인공들이 ‘병약한’ 소년 하노 부덴브로크의 모습을 그대로 
띠는 경우는 드물지만, ‘현실적 생활력을 고의로 저버린’ ‘불효자’의 모습을 띠고 자신
의 길을 가는 예술가 유형은 자주 나타납니다.

  “ - 어머니, 저는 노래를 짓는 사람이 되어보렵니다... .
    [ ..... ] 
    - 그러니 어머니, 이제 저는 돈을 벌어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아들은 기
다리지 마십시오.“ (해변 아리랑)

  고향에 ‘노인’을 둔 이 예술가 유형의 인물들은 예외 없이 도시에서 가난과 싸워야 
하고, 고향을 향해서는 아무 대안도 없이 우선 ‘노인’을 점차적으로, 조금씩 실망시켜
야 하는 이중의 고된 싸움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향 사람들의 부담스
러운 눈을 피해서 밤늦게야 고향집에 도착했다가 새벽녘에 벌써 사람들의 눈을 피해 
고향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살아 있는 늪 참조). 이런 점에서 볼 때, 이청준의 경
우에는 토마스 만과는 반대로, 남녘이 삶이고 서울이 오히려 고달픈 예술가의 현장이 
될 때가 많습니다. 말하자면, 뤼벡이 장흥이 되는 것이고 뮌헨이 서울이 되는 것이지
요.

  “그는 생활하기 위해 창작하는 사람처럼 창작하지 않고 창작 이외에는 아무 것
도 원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창작했다...... 그는 정말 완전한 창조자는 죽어서 밖
에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 소인배들을 아주 경멸하면서, 말없이, 



- 56 -

사람들과 동떨어져서,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창작했다.”

  “‘정말 완전한 창조자는 죽어서 밖에 될 수 없다’는 토니오 크뢰거의 – 아니, 토마
스 만의 – 이 말을 가장 철저하고도 치열하게 실천해 나간 한국 작가가 바로 이청준
입니다. 토마스 만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더 가열한 삶과 부딪히며, 예술을 위해 
삶을 외면한 한국작가 이청준 - “이 땅에 뜨거운 해가 뜨고 지는 한”(해변 아리랑) 
그가 살다간 신산한 삶과 거기서 태어난 그의 근본적이고도 철저한, ‘값지게 세공된’
(토니오 크뢰거) 작품들은 한국문학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안삼환: 괴테, 토마스 
만 그리고 이청준, 세창출판사 2014, 219쪽 참조).

<그림 2> 전남 장흥군 회진면 진목리에 있는 이청준 생가 내부

4. 맺는 말

  지금 저는 이청준이 독일 작가 토마스 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지나치게 강조하지
나 않았나 하고 자문하며 스스로 반성하게 됩니다. 사실 이청준이란 작가는 토마스 
만이라는 독일 소설가의 영향 하에 오래 머물 그런 작가이기에는 너무나도 성실하고 
치열하게 자기 검열을 해 가면서 글을 쓴 사람으로서, 한 인간으로서도 백범 김구 선
생처럼 우리 현대사에서 길이 존숭 받아 마땅한 인물들 중의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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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청준은 장흥 사람으로 일찍이 광주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동시대
인으로서, 남도(南道) 출신의 작가로서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자신의 향토 사람들의 
시련과 아픔을 함께 견뎌내어야 했습니다. 연작소설집 남도사람에는 ‘초의 스님의 
차마심의 마음’을 “용서”(이청준 연작소설집: 남도사람, 문학과비평사, 1988, 161쪽)
로 풀이하고 있는데, 이는 “깊이깊이 숨어든 우리 인생살이의 어떤 정한”(위의 책, 
161쪽) 같은 걸 몸소 체득한 남도 출신의 작가 이청준의 시대적 대응, 피 묻은 우리 
현대사에 대한 작가 이청준의 해답으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서울의 어떤 한
약방 약재 수입원 노릇”(｢서편제｣)을 하고 다니다 해남 일지암에서 “피곤하고 후줄근
한 몰골로 차 한 잔을 들고 무한정 저녁 산골짝을 내려다보고 앉아 있는”(｢다시 태어
나는 말｣) 그 모습이 바로 초의 선사의 차마심의 마음이라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서
편제｣에서의 판소리와 ｢다시 태어나는 말｣에서 추구되고 있는 ‘진실한 언어’를 연결시
켜 주는 중요한 고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이 
다섯 편의 연작을 묶고 있는 소설집 제목이 왜 하필이면 남도사람인지를 문득 깨닫
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청준의 작품에는 단선적으로만은 이해할 수 없으리만치 
깊디깊은 복선들이 정치하게 세공되어 여기 저기 깔려있습니다 - 실은 이것 또한 토
마스 만 문학의 특징이기도 합니다만.

  오늘 저는 다만 독일의 작가 토마스 만을 원용해서도 우리의 작가 이청준의 한 면
모를 고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잠깐 예시해서 보여드린 것뿐입니다. 또한 바로 이런 
작업이야 말로 인문학의 한 갈래인 독어독문학에 종사하고 있는 저와 같은 사람의 할 
일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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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주제. 한글은 국보 특 1호이며 인류의 자랑이다.

이현복 (인문대학 언어학과 명예교수)

  우리 겨레의 가장 큰 자랑거리를 들라면 나는 주저 없이 한글을 꼽는다. 한글이 우
리 겨레에게 주는 가치와 의미를 올바로 인식한다면 누구도 한글이 한민족의 최고의 
보배임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필자는 우리나라가 6.25 동란을 겪은 후, 참으
로 못살고 가난하여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말이 아니었던 1960년대에 유럽에 
유학하면서 우리나라를 내세울 자랑거리는 한글 밖에 없었던 것을 잘 기억하고 있다. 
보잘것없는 나라였으나 한글은 언제나 한국과 한국인을 빛내는 찬란한 보물이었다. 
한글에 숨어 있는 과학성, 독창성, 편리성에 외국인들은 모두 찬탄을 금하지 못하였
다. 그러기에 한글은 ‘인간의 지능이 만들어낸 최대의 걸작’이란 찬사가 나오는 것이
다. 그러니 한글이 어찌 국보 제 1호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한글의 국보적인 가치를 모르고 있는 일이 많을 뿐 아니라, 때로는 
우리글을 하찮게 여기는 태도를 보이는 일이 허다하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한동안 
한글날을 공휴일에서 제외 한 것도 한글의 위대함을 몰랐기 때문이다. 그 당시 한글
날을 공휴일에서 제외시키는 이유로 어느 정부 관리가 이러한 말을 하였다. “세계 어
느 나라도 글자를 기념하는 나라는 없다.” 한마디로 무지한 발언이다. 세계 어느 나라
도  한글 같이 훌륭한 글자가 없기에 기념할 수 없음을 왜 모르는가!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한글은 우리 민족 모두가 한시라도 멀리하고 살 수 없는 언어생활의 소중한 도구일 
뿐 아니라 고귀한 문화유산이요, 국제적으로 한민족의 표상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뿐인가. 한글은 현대 언어학이나 음성학적으로 보아도 인류의 문자 중에서 가장 발달
한 문자요 가장 과학적인 문자요 가장 실용적인 문자이다. 그렇다면 한글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으며, 우리가 깊이 새겨두어야 할 한글의 장점과 특성은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기로 한다.

  1. 첫째로, 한글은 민본주의의 산물이다. 한글은 통치자가 국민의 편익을 생각하여 
창제한 글자란 의미에서 인류의 문자 사상 독특한 자리를 차지한다. 더구나 전제군주
국가에서 아무 힘없는 백성을 위하여 군왕이 나라 글자를 만들어 냈다는 것은 민주사
회에서도 보기 어려운 일이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신 것은 우리말에 구조에 맞
지도 않고 배우고 쓰기도 어려운 한자로부터 어린 백성을 구해주기 위해서였다. 한글
이 반포된 1446년은 우리 겨레가 정말로 위대한 민주 국가의 자랑스러운 민족으로 
새롭게 태어난 해이라고 할 수 있다. 

  2. 둘째로, 한글은 뛰어난 소리글자이다. 한글은 소리글자(표음문자)라는 특성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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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다. 즉, 말의 소리 하나하나를 각각 하나의 글자로 나타내는 것이다. 가령, 닿소리
나 홀소리를 <ㄱ, ㄴ,ㅂ> 나  <ㅏ, ㅗ, ㅜ >같은 글자로 따로 따로 나타낸다. “남대
문”이란 말을 우리는 한글의 덕으로 /ㄴ ㅏ ㅁ ㄷ ㅐ ㅁ ㅜ ㄴ/ 과같이 분해하여 소
리 하나하나를 분석해 낼 수 있다. 이것은 로마자와 같은 이치이다. 그러나 일본의 
가나 문자는 음절 단위로 적기 때문에 음절을 분석적으로 더 작은 단위인 낱낱의 소
리로 분해할 수가 없다. 중국의 한자는 뜻글자이므로 더더욱 이러한 분석적인 작업을 
해 낼 수가 없다. 영국의 샘슨(Sampson) 교수나 미국의 다이어먼드(Diamond) 교수, 
그리고 중국의 조원임 교수 같은 분이 바로 이 같은 한글의 우수성을 극찬한 바 있
다. 우리말을 편리하고 간결하게 그러면서도 과학적으로 적어낼 수 있도록 한 한글의 
위력에 탄복할 뿐이다.

  3. 셋째로, 한글은 발음기관을 본떠서(상형해서) 만든 세계 유일의 음성문자(기관문
자)이다. 한글은 실제로 발음할 때의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는 놀랄만한 
특징을 가진다. 가령, <ㄱ>은 혀가 연구개를 막는 모습을 상형하여 만든 것이다. 
<ㄱ>을 발음하는 순간에 X-선 사진을 옆에서 찍으면 바로 기역자 같은 모양을 확인
할 수 있다. 다음 그림은 <ㄱ>을 발음 할 때의 혀의 모양을 
보인다. 표면의 검은 선은 바로 <ㄱ>을 나타낸다.
  훈민정음을 창제한 15세기에 이미 우리나라의 음성학은 
500년의 세월을 건너 뛰어 현대 음성학의 기술방법을 택하
고 있었던 것이다. X-선도 없었던 15세기에 어떻게 입속의 
혀의 모양을 관찰하여 한글을 만들었는지 실로 놀라운 일이
다. 따라서 한글은 단순한 소리글자(표음문자)가 아니고 차원을 달리하는 창의적인 문
자이다. 20세기 초에 영국의 음성학자 헨리 스윗(Henry Sweet)이 바로 이 같은 상형 
원리를 적용하여 발음기호를 만든 바가 있으나 실용화되지 못하였다. 세종의 훈민정
음보다 무려 600년 뒤의 일이다.

  4. 넷째로, 한글은 구조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다. 한글 글자들은 아무런 상호관계
가 없이 무질서하게 모인 것이 아니고, 같은 계열의 글자끼리는 동일한 기본 요소를 
공유하고 있다. 가령, 한글의 <ㄱ>은 <ㅋ>과 <ㄲ>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요소이다. 
즉, 이 세 글자는 모두 같은 위치에서 발음되는 동일 계열의 소리를 나타낸다. 다시 
말하면, 한글은 하나의 기본 글자에서 연관된 글자를 파생하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문자 체계를 기지고 있다.
            <ㄱ> (기본)  → <ㅋ> (파생) 
            <ㄱ> (기본)  → <ㄲ> (파생)
            <ㄴ> (기본) → <ㄷ> (파생) → <ㅌ>(파생) 
                          <ㄷ> (기본) → <ㄸ>(파생)
 닿소리(자음)에서 만이 아니고 홀소리(모음)에서도 이 같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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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볼 수 있다.  놀랍게도 이미 세종대왕시절인 15세기에 홀소리(모음)에 대한 소리 
값의 설명이 현대 현대음성학과 언어학적 이론으로 이루어 졌다. 기본적인 홀소리 
<천.지.인>의 소리 값 기술을 잠시 보기로 하자.
            (1) < ㅣ> 혀가 뒤로 오그라들지 않고, 소리가 얕다. 
            (2) < . > 혀가 뒤로 오그라들고, 소리가 깊다.  
            (3) < ㅡ> 혀가 조금 오그라들고, 소리가 깊지도 얕지도 않다. 
  이는 홀소리의 소리 값을 조음 음성학과  청취음성학적 관점에서 고찰한 탁월한 기
술방법이다. 이것은 바로 20세기 언어학에서 자질의 유무를 대립시켜 소리의 음가를 
표기하는 방법과 일치한다. (도표 참조)

<훈민정음 기본 모음의 자질 대립표>

            모음 
   자 질

<ㅣ>
[i]

<ㅡ>
[ə～ɯ］

<․>
［ɒ］

조음적
(혀)

후퇴 － － ＋
전진 ＋ － －

청각적
(소리)

얕음 ＋ － －
깊음 － － ＋

  위 표에서 <l> 는 혀가 앞으로 전진하여 나는 소리이고 아래 <.> 는 혀가 뒤로 후
퇴하여 나는 소리이며 <ㅡ> 는 혀가 전진도 후퇴도 하지 않고 중간적인 위치에서 나
는 소리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놀라운 사실은, 혀의 위치(조음적)에 
관한 발음기관의 모습만을 기술하는데 그치지 않고 청각적인 인상까지 포함시켜 포괄
적이고 정밀한 소리값 기술을 시도한 점이다. 즉, <l> 는 소리가 얕고 <.> 는 깊으며 
<ㅡ>는 얕지도 깊지도  않다는 설명을 한 것이다. 이것은 바로 현대 언어학에서 말하
는 변별자질 이론의 설명 방법과 같다. 우리의 음성학과 언어학은 세종대왕의 위업으
로 600년을 앞서간 것이다.

  5. 다섯째로, 한글은 세계 어느 글자와도 차별되는 유일한 자질 문자이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기본 기호에 추가로 하나의 획을 더하거나  기본 기호자체를 중복하
여 적음으로써 새로운 소리 자질이 가미된 글자를 만들어 내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다음에서 그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ㄱ → ㅋ( ㄱ + 기식 자질: <ㅎ>같은 소리가 첨가됨).
            ㄱ → ㄲ( ㄱ + 된소리 자질: <긴장된 소리>가 첨가됨).
            ㄷ →  ㅌ( ㄷ + 기식 자질: <ㅎ> 소리가 첨가됨).
            ㄷ → ㄸ( ㄷ + 된소리 자질: <긴장된 소리> 가 참가됨). 
  이러한 자질을 더하여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한글의 창제 원리가 있으
므로 뒤에 설명할 국제한글음성문자의 개발도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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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여섯째로, 한글은 그 자체가 인류 공통의 발음 기호이며 시각적인 음성이다. 
<ㄱ>은 인간의 입안에서 <ㄱ>소리를 발음하는 혀의 모습을 나타내며 이는 <ㄱ> 소리
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발음 기호이다. 그러나 로마자의 <k/g>에는 이러한 기
능이 없다.
  한글이 배우기 쉽고 기억하기 쉽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특성
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로마글자에는 이러한 특성이 없다. 가령  우리의 <ㄱ> 과 같은 자리에서 발
음되는 <k> 와 <g> 는 글자 모양에서 서로 아무런 연관성이나 공통성도 나타내지 못
한다. 같은 위치에서 같은 방법으로 발음되는 소리라는 것을 나타내지 못한다.

  7. 일곱째로, 한글은 만국 공통의 국제적인 문자이다. 한글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발음기관을 상형한 글자이므로 지구상의 모든 민족과 인종에 공통이다. 예를 들어, 
<k> 소리를 발음하는 이가 한국인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간에, 입안에서 혀의 모
습은 모두 ‘ㄱ’과 같은 모습을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다. 따라서 <ㄱ>은 <k>소리를 나
타나는 인류 공통의 글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글은 진정한 의미의 국제적
인 문자이다.

  8. 여덟째로. 한글은 배우기 쉽고 기억하여 쓰기 쉬운 글자이다. 예부터 똑똑한 아
이는 하루아침에 한글을 깨친다고 하였고 조금 둔한 아이도 열흘이면 충분히 한글을 
익힌다고 하였다. 왜 그런가? 그 답은 바로 한글 글자간의 상관 관계애서 찾을 수 있
다. 즉, 기본 글자를 익히면 곧바로 파생된 글자를 익히기가 쉽고, 글자의 모양을  보
면 금방 그 소리 값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1) <ㄱ> (기본/연한소리)→<ㅋ> (파생/거센소리)→<ㄲ> (파생/된소리)
에서 기본 글자에 획을 더하여 새로운 글자가 파생되는 과정을 보고 우리는 <ㅋ> 과 
<ㄲ> 이 <ㄱ>과 같은 종류의 소리임을 직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논리로,
  2) <ㄷ> (기본/연한소리)→ <ㅌ>(파생/거센소리) →<ㄸ> (파생/된소리)
  3) <ㅂ> (기본/연한소리)→ <ㅍ>(파생/거센소리) →<ㅃ> (파생/된소리)
에서도 기본 글자의 모양과 소리 값만 알면 곧장 파생 글자의 소리 값도 쉽게 미루어 
알아 낼 수 있다.

  9. 아홉째로, 한글을 바탕으로 하여 “국제한글음성기호”의 개발도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세종대왕이 창제하신 한글의 창제 원리를 활용하여 국제적인 발음기호를 고안
해 낼 수 있다. 훈민정음 창제 원리를 확대 발전시켜 만국 공통의 한글음성문자를 개
발할 수 있다. 현행 한글만 가지고는 세계 언어의 발음을 정밀하게 표기할 수가 없
다. 가령, 한글은 [f, v], [r, l], [k,g] 같은 소리 차이를 구별할 수 없다. 따라서 추가 
기호의 제작이 필요하다. 필자는 이미 오래전에 한글을 바탕으로 하여 “국제한글음성
문자” (International Korean Phonetic Alphabet)를 고안한 바 있다. 세계 모든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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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의 발음을 정밀하게 적을 수 있도록 만든 한글음성문자는 바로 과학적이고 실용적
인 훈민정음이 있었기에 만들어 낼 수 있었다. 훈민정음이 그러한 개발의 가능성을 
담고 있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한글음성문자는 언어 연구에 필요한 발음 표기, 외국어 교육, 언어치료 등에 필요
하며, 문자 없는 무문자 민족의 글자로도 활용될 수 있다. 필자는 수년전에 문자가 
없는 태국 북부에 사는 라후족의 언어를 적을 수 있도록 한글음성기호를 도입한바 있
다.

  10. 열째로, 한글은 정보화 시대에 안성맞춤인 글자이다. 21세기는 정보화 시대이
다. 컴퓨터와 핸드폰은 모두 글자판에서 글자를 입력하여 정보를 검색하고 처리하게 
된다. 따라서 글자의 입력이 얼마나 쉬우며 얼마나 빠르냐가 관건이 된다. 옛날에는 
붓이나 펜으로 글자를 썼으나 이제는 자판을 두드려서 정보를 처리하고 보내고 받는 
시대이다. 이런 점에서 한글은 다른 문자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
다. 핸드폰을 한손으로 들고 엄지하나로 한글을 입력하는 “엄지족”의 능수능란하고 
번개같이 빠른 입력 속도를 보라. 이는 중국의 한자나 일본의 가나 문자는 말할 것도 
없고, 영어의 로마자도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한 속도이다.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한글의 단순하고도 유연하며 탁월한 파생능력 때문이다.
  유네스코에서는 세종상을 제정하여 문맹퇴치에 공이 큰 사람에게 시상을 하고 있
다. 세종대왕의 이름을 딴 세종상은 바로 한글과 한국의 자랑이며 한민족의 영예이다. 
또한 유네스코는 훈민정음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바가 있다. 한글이 한국만이 아
닌 인류의 중요 문화유산이란 의미이다.
  근래에 정부는 한글날을 다시 국경일로 정하였다. 늦게나마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우리는 새삼 한글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를 갈고 닦으며 세계 속의 한글로 발전시키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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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주제. 4차 산업혁명 시대; 빅데이터와 데이터 사이언스

박성현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명예교수)

1. 인류문명의 변천과정과 과학기술의 역할

  인류문명의 변천과정을 간단히 알아보고, 이 과정에서 과학기술의 진보가 한 역할
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미국의 미래학자 알빈 토풀러(Alvin Toffler, 1980)는 그
의 유명한 저서 ‘제3의 물결(The Third Wave)'에서, 인류의 문명은 그 동안 세 번의 
물결을 거쳐왔으며, 1차 물결이 BC 8000경의 농업혁명, 2차 물결이 18세기 말경의 
산업혁명, 그리고 3차 물결이 20세기 중반의 정보혁명이라고 설명하였다. 농기구의 
사용과 더불어 시작된 농업혁명 이후 4대 문명권(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도, 중국)
이 강을 끼고 발전하였으며, 그 후 종이의 발명, 화약, 인쇄술, 나침반의 발명과 르네
상스 시대를 거치면서 인류의 문명이 발전하였다. <그림 1>은 이런 과정을 간단히 그
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18세기 중반 이후에 증기기관의 발명과 더불어 영국에서 발전된 산업혁명은 인류 
문명에 큰 충격을 주었다.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동력을 기계에서 얻게 되었고, 기차의 
발명, 자동차의 발명, 전기 상용화, 비행기의 발명과 더불어 획기적으로 인류의 생활

<그림 1> 과학기술의 주요 진보와 인류문명의 변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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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변화가 생기었다. 20 세기에 들어서면서 미국에서 컴퓨터가 발명되고, 인터넷이 
상용화되면서 정보혁명이 일어나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에게 큰 혜택을 주는 스마트
폰, 인간유전자 지도, 인터넷을 통한 SNS 등은 정보혁명의 산물이라고 하겠다. 한마
디로 얘기한다면 인류문명의 변혁을 주는 것은 과학기술의 진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림 1>에서 현재 지구상의 인구는 대략 73억 명을 넘어가고 있고, 2050년에는 
90억 명에 이르고, 2100년에는 110억 명에 이를 것이라는 UN의 예측이 있다. 18세
기 말 산업혁명 시대에는 9억 명 밖에 지구상에 살고 있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300
년이 지나기도 전에 인구가 무려 8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인구가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식량문제, 환경의 파괴 및 오염문제, 천연자원의 부족, 빈부의 격차 등이 심
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런 문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이 지구상의 중요 과제가 
될 것이다.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 이후 지구촌 문명의 선두국가들은 유럽 국가들과 미국이
라고 볼 수 있으며, 이들 국가들은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특징을 기반으로 발전하였
으며, 앞으로도 상당 기간 세계 문명을 주도하는 나라로 존재할 것이다. 

 (1) 자연관찰을 중심으로 한 과학의 발전
 (2) 과학의 힘을 기술 발전으로 접목
 (3) 시장경제, 자본주의 생산 체제로 효율성을 극대화
 (4) 자유, 평등의 이념과 자유 민주 정치 체제와 법치주의 
 (5) 상상력의 지성적 모험을 통한 문화 예술 발전
 (6) 탐험가 정신, 기업가 정신, 글로벌 마인드

2. 4차 산업혁명의 본질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3D 프린팅, 자율
주행 자동차 기술 등으로 불리는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기반의 지능 디지털 변혁
(intelligent digital transformation) 혁명을 말한다. 이 혁명은 우리의 산업과 생활
방식을 급격히 바꾸어 놓을 것이며, 인류 문명에 주는 충격도 엄청날 것이다. 이 혁
명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한계에 부닥친 한국 경제에 유일한 돌파구일지도 모른다.  
  2016년 3월에 구글 딥마인드의 인공지능 기술로 무장한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가 
한국의 대표기사 이세돌을 4대 1로 이기면서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알파고의 
승리는 4차 산업혁명의 한 단면을 보여주었다. 디지털 기술이 자연과학, 공학, 의학, 
농학 등의 영역과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융합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
다. 지난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된 쉬밥(Kkaus Schwab) 교수의 ‘4차 산업혁
명 보고서’에서 제시한 2025년까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현상을 보면 충격적이다. 
90%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10%의 사람들이 인터넷에 연결된 옷을 입고, 
미국 차들의 10%가 무인자동차가 될 것이며, 1조 개의 센서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사
물인터넷(IoT) 기능을 발휘한다고 한다. 또한 자동차와 인공 간이 최초로 3D 프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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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생산되고, 최초의 로봇 약사가 미국에 등장하고, 30%의 기업 회계감사가 인공지능
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빅데이터로 인구조사를 대체하는 나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
했다.
  영국에서 18세기 말에 증기기관의 발명과 더불어 발생한 산업혁명을 1차 산업혁명
이라고 부르고, 이를 기계혁명이라고도 부른다. 20세기 초에 미국을 중심으로 전기의 
발명과 더불어 발생한 혁명을 2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고, 이를 전기혁명이라고도 부
른다. 그리고 20세기 중후반에 컴퓨터의 등장과 더불어 발전하기 시작한 정보화 혁명
을 3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고, 이를 정보혁명이라고 부른다. 최근에 빅데이터, 인공
지능, IoT로 대변되는 지능 디지털 혁명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른다. 이를 간략히 
정리하여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1, 2, 3, 4차 산업혁명의 분류와 특징

혁명의 분류 시기 주도 국가 주요 특징

1차 산업혁명 18세기 후반 영국
기계혁명(증기기관, 도시 공장, 

공작 기계 등)

2차 산업혁명 20세기 초반 미국
전기혁명(전기, 대량생산, 자동화, 테일러 

생산 시스템 등)

3차 산업혁명 20세기 중후반 미국
정보혁명(컴퓨터, ICT 발전, 인터넷, 

정보화 발전 등) 

4차 산업혁명 21세기 초반 ?
디지털혁명(빅데이터, IoT, AI, 3D 프린팅, 
드론,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 공장 등) 

  1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영국이 세계의 제1 문명국가로 부상하였으며, 지구 곳곳에 
영연방 국가를 건설하여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부상하였다. 2차와 3차 산업혁명은 
각각 미국에서 전기와 컴퓨터의 발명과 더불어 시작되었으며, 오늘날 미국이 초강대
국으로 군림하게 하는 바탕이 되었다. 4차 산업혁명은 미국과 독일 등의 선진국에서 
이제 막 시작되었다. 이 대열에 우리나라도 빨리 동참하여 발전하여야만 세계 문명을 
주도하는 국가의 대열에 낄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토플러의 물결 이론과 비교하면, 1차 산업혁명이 제2의 물결로 영국
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이고, 제3의 물결인 정보혁명이 3차 산업혁명에 해당하고, 2차 
산업혁명은 1차와 3차 사이에 전기의 발명과 더불어 시작된 전기혁명이다. 4차 산업
혁명은 최근에 시작된 지능디지털 혁명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으로 
시작된 혁명이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4차 산업혁명은 물리적인 세계와 사
이버 세계를 인터넷 혁명으로 연결하여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이 연결되는 
디지털 세계로 가는 혁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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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지능디지털 세계를 지향하는 4차 산업혁명의 본질

3. 통계학과 데이터 기반 정보기술의 발전

 1) 통계학의 진화 과정
  우리나라에서 5년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인구총조사(census, 센서스 혹은 국세
조사라고도 함)는 오늘날 통계학의 뿌리라고 볼 수 있다. 고대국가들은 나라를 유지하
기 위하여 그 나라의 인구가 얼마인지, 군대에 동원될 수 있는 장정은 몇 명이나 되
는지, 세금은 얼마나 걷을 수 있는지 등을 알기 위하여 인구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헌
에 의하면 이집트에서는 B.C. 3050년에 피라미드 건축을 위한 인구조사를 실시하였
고, 중국에서는 B.C. 2300년에 인구조사와 토지조사를 같이 실시하였다는 기록이 있
다. 비교적 상세한 기록은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의하면 B.C. 1440년 경에 모세가 시
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12지파 백성의 인구조사를 실시하여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수가 603,550명이었다는 조사가 있다. 인구조사는 국가 운영을 
위한 기본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통계학(statistics)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797년에 발행된 영국의 대백과사
전인 Encyclopaedia Britannica 이다. 영어의 statistics는 라틴어의 status (국가)가 
어원이며, 국가(state)의 운영과 정치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다루
는 정치산술(political arithmetic)의 의미로 시작된 학문이다. 독일에서는 이보다 전
인 17세기 말에 국정학(國情學, staatenkunde)이 탄생되어, 한 나라의 정치에 필요
한 국가의 조직, 조세, 군사 등과 같은 자료를 취급하는 학문을 발전시켰다. 이는 오
늘날의 통계학의 기초가 되었다. 통계학의 진화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박성현
(2017)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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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과 영국에서 통계학의 개념이 싹튼 무렵인 18~19세기에 접어들면서, 불란서와 
이태리에서는 확률론이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De Moivre는 정규분포를 제안하고, 이
를 실생활에 적용한 Laplace, Gauss 등은 확률분포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 
후 관찰에 의한 통계적 결과를 발표한 Darwin, Mendel, Galton 등은 현대통계학의 
기초를 쌓았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영국을 중심으로 Karl Pearson, Ronald 
Fisher 등에 의하여 표본(sample)의 개념과 확률분포의 개념이 결합되어  현대통계
학이 출현하게 되었다. 오늘날의 통계학은 사회, 자연 및 인간생활의 온갖 현상을 연
구하기 위하여, 불확실성(uncertainty)이 내포된 표본 데이터의 선택, 관찰, 분석, 추
정 및 검정을 통하여, 의사결정이 필요한 모집단의 정보 획득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모집단(population)이란 관심대상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 표본은 모
집단의 일부이다.

 2) 통계학과 정보기술의 밀월 시대
  1946년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전기공학실험실에서 최초의 컴퓨터 ENIAC 
(Electronic Numerical Integrator and Computer; 전자식수치적분계산기)이 탄생
되었다. 이 컴퓨터는 17,000여 개의 진공관으로 구성되고, 폭이 26미터, 높이가 2.5
미터, 무게가 30톤일 정도로 거대하였다. 이런 공룡 컴퓨터를 만든 목적은 대포를 쏘
면 탄환이 어떤 궤도를 그릴 것인가를 계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그 후 컴퓨터
는 크기가 작아지고 발전을 거듭하면서, 책상에 놓고 쓰는 데스크톱(desktop) 형태로 
발전하고, 다음으로 휴대용 컴퓨터인 노트북(notebook)이 등장하였고, 최근에는 스마
트폰(smart phone)으로 발전하여 100g도 안 되는 휴대용 전화기와 노트북을 결합한 
컴퓨터로 발전하였다. 지난 70년간 컴퓨터의 발전은 인류 문명에서 찾아보기 힘든 최
고의 발명품의 진화라고 볼 수 있다.
  통계학은 다량의 데이터를 다루거나 많은 양의 계산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컴퓨터
의 성능이 좋아지면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 처리능력과 계산 능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통계적 방법에서 필요한 계산을 컴퓨터는 쉽게 해주고 있다. 즉, 컴퓨터의 등장은 통
계적 방법의 발전을 가져오고, 그 역으로 통계적 방법의 발전은 컴퓨터의 효용성을 
높여주고 있다. 컴퓨터와 통계학의 밀월시대가 열린 것이다. 예를 들면, 통계학에서 
사용되는 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에서는 독립변수가 몇 개만 넘어
가도 컴퓨터의 도움 없이는 감히 회귀방정식을 구할 엄두도 내지 못하였으나, 지금은 
수십 개의 독립변수가 들어있는 방정식도 수월하게 컴퓨터로 계산해 낼 수 있게 되었
다. 이로 인하여 데이터로부터 통계 처리하는 통계패키지 (SAS, SPSS, R 등)들이 활
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스마트
폰 등의 정보화 수단에 필요한 유형 또는 무형 기술을 아우르는 간접적인 가치창출 
기술이다. 업무용 데이터, 음성 대화, 사진, 동영상 등은 물론 아직 출현하지 않은 형
태의 매체까지 포함하며, 정보를 개발, 저장, 교환하는 데 필요한 모든 형태의 기술까



- 68 -

지도 망라한다. 정보기술은 정보통신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이를 포함하여 정
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이라고도 칭하며, 
오늘날의 정보혁명을 주도하고 있다.
  정보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모든 종류의 데이터의 처리이며, 데이터 처리를 
연구하는 통계학은 정보기술 시대의 총아라고 볼 수 있다. 바야흐로 21세기 지식정보
화 사회에서는 통계학과 IT의 밀월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3) 금맥을 캐는 데이터 기반 정보기술
  4차 산업혁명의 총아로 불리는 빅데이터는 데이터 기반 정보기술이라고 볼 수 있
다. 이러한 기술들은 향후 더욱 발전될 것이며, 통계학이 IT와 합쳐지면서 영향력이 
폭발적으로 확대되는 분야들로 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대규모로 저장된 데이터 안에서 체계적이고 자동
적으로 통계적 규칙이나 패턴을 찾아내 분석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고, 다양한 자료로 
활용하는 기술.
  (2)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비구조적 텍스트 데이터에서 자연 언어 처리 기술
에 기반하여 유용한 정보를 추출, 기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분석.
  (3) 오피니어 마이닝(opinion mining): 소셜 미디어 등의 비구조적 텍스트의 긍정, 
부정, 중립의 선호도를 판별하는 분석. 
  (4) 소셜 네트워크 분석(SNA; social network analysis): 소셜 네트워크 연결구조 
및 연결강도 등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명성 및 영향력을 측정하는 분석.
  (5) 군집분석(cluster analysis): 통계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가진 개체를 합쳐가면서 
최종적으로 유사한 특성의 군집을 찾아내는 분석.
  (6) 동적 그래픽스(dynamic graphics): 이차원 평면에서 데이터의 다차원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동적인 그림을 그려줌. 
  (7) 데이터 시각화(data visualization): 이차원 평면에서 데이터가 갖는 각종의 정
보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기법. 

4. 빅데이터의 역할

 1) 빅데이터란 무엇인가?
  빅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총아이며, 우리 사회 전반에 빅데이터가 주는 영
향을 막강하다. 데이터는 그 생산방식에 따라서 구조적 데이터(structured data, 정
형 데이터)와 비구조적 데이터(unstructured data, 비정형 데이터)로 나눌 수 있다. 
구조적 데이터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특정 형식에 맞춰 잘 구조화되어 관리되는 데이
터이다. 반면에 비구조적 데이터는 데이터 하나하나마다 크기와 내용이 달라 통일된 
구조로 정리하기 어려운 데이터로, SNS 관련 데이터, 언론사나 포털 사이트에 뜬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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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게시물,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동영상, 음악, 사진, CCTV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
이다. 
  그러면 빅데이터란 무엇인가? 우리는 ‘빅(Big)’이 주는 ‘크다’는 강력한 의미로 인하
여 빅 데이터는 양적으로 매우 방대한 데이터라는 인상을 갖게 된다. 세계적인 컨설
팅 회사인 맥킨지는 방대한 데이터의 의미를 살려서 “빅 데이터란 일반적인 데이터베
이스 소프트웨어가 저장, 관리, 분석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규모의 데이터”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반면에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인터넷데이터센터(IDC)는 데이터베이
스의 규모가 아니라 업무 수행 기능에 초점을 맞춰 “빅데이터는 다양한 종류의 대규
모 데이터로부터 저렴한 비용으로 가치를 추출하고 데이터의 초고속 수집, 발굴, 분석
을 지원하도록 고안된 차세대 기술 및 아키텍쳐”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빅
데이터를 협의와 광의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싶다 (박성현⋅오진호⋅권순선, 
2016).
  빅 데이터(협의): 빅 데이터란 기존 데이터 베이스의 데이터 수집⋅저장⋅관리⋅분
석의 역량을 넘어서는 구조적 및 비구조적 데이터를 포함하는 대용량의 데이터 집합
이다. 
  빅 데이터(광의): 협의의 빅 데이터를 포함하고 이러한 빅 데이터로부터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조직 및 관리
⋅분석 기술을 말한다.

 2) 빅데이터의 기능
  과거 1, 2, 3 차 산업혁명에서는 석탄과 철이 주요한 역할을 하였고, 전기와 컴퓨
터의 발명으로 정보혁명이 시작되었다. 최근에는 정보폭발 시대를 맞아 다양한 경로
로 취합된 빅데이터에서 숨은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발굴하여 혁신을 도모하려는 노
력이 모든 분야에 확산되면서 빅데이터가 차세대 지식혁명을 이끌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미 오래전 미국의 2011년 5월 13일자 <뉴욕 타임스>는 빅데이터를 분석, 가
공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고 소비자 행동과 시장 변동을 예측하는 것이 
기업 혁신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 예측은 정확히 맞았고, 빅
데이터는 기업은 물론 모든 조직에 혁신을 가져오고 있다.
  빅데이터의 초기 사례를 들어보자. 2008년 네덜란드에서 창업한 스파크드
(Sparked) 회사를 보자. 이 회사는 수 만 마리의 소에 센서를 부착해 소에 대한 정보
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였다. 이렇게 축적한 연간 약 200MB의 정보를 이용하여 축산업
자가 소에 대한 움직임, 건강 등을 수시로 확인 가능하게 해주며, 기후 변화 등 외부 
빅데이터와 결합하여 소의 사육 방식을 정밀화하여 더 많은 소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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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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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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에는 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정보창출 능력이 탁월
하다.

 3) 빅데이터 시장의 확장
  국내 빅데이터 시장규모는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평균매출액증가율
(CAGR)이 앞으로 매년 30% 이상씩 증가하여 2017년 매출규모는 4,672억 원이었으
나 2020년에는 1조원이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이 시장의 원가비중이 큰 빅
데이터 솔루션이 대부분 외국산으로 되어 있으나, 가능하면 국내 연구진에 의하여 국
산 솔루션이 개발되어야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빅데이터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있다
고 하겠다.

<그림 3> 국내 빅데이터 시장 추이 (2013∼2020년)

5. 데이터 사이언스의 발전

 1) 데이터 사이언스란?
  4차 산업혁명의 근간에는 다량의 데이터를 소프트웨어와 연계하여 신속정확하게 정
보를 창출하고 활용하는 과학이 중요성을 띄고 있다. 이런 학문을 데이터 사이언스
(data science) 혹은 데이터 과학이라고 부른다. 데이터 사이언스는 데이터의 수집과 
저장에 필요한 데이터 프로세싱 기술과 데이터 분석에 관한 지식(통계학, 데이터 마이
닝, 머신 런닝 등)을 기반으로 다량의 데이터로부터 패턴을 찾아내고, 통계적 추정, 
예측 모델링 등을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창출하고, 이를 실제로 활용하는 것을 연구
하는 융합과학(convergence science)이다. 21세기가 시작된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어쩌면 21세기 사회발전에 가장 기여도가 큰 학문은 데이터 사이언스가 될 것이라고 
예측된다. (박성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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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데이터 사이언스에선 무엇을 배우는가?
  데이터 사이언스는 신학문으로 어떤 과목을 공부하여야 할지 정확히 명시된 기준은 
없다. 그러나 미국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석사학위를 개설한 60여개 대학들의 과목들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세 분야의 과목들이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

  (1) 전산과학 분야 과목:
프로그램밍, 데이터 저장 및 정보검색, 데이터 베이스(DB) 관리, 머신 러닝 (machine 
learning), 빅 데이터 관련 기술 (Hadoop, 텍스트 마이닝, 오피니언 마이닝 등), 알
고리즘(algorithms) 등
  (2) 통계학 분야 과목:
탐구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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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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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뮬레이션, 빅데
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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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언스 석사과정을 설립하기 시작하였으며, 국민대, 단국대, 
성균관대, 건국대, 서울과학기술대, 세종대 등에서 석사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8
년 5월 현재 전국에 31개 대학에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 학위 과정이 개설되어 있
다.
 3)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얼마나 인기가 있나?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사회를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 혁명의 중심에는 빅데
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차 등이 있다. 이 혁명은 소프트웨어와 데
이터 기반의 혁명이라고 볼 수 있으며, 데이터 과학이 이 혁명의 핵심인력을 공급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 사이언스는 조만간 매우 중요한 학문으로 자리 잡을 것이며, 
우리 사회에 가장 핵심적인 인력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인력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data scientist) 혹은 데이터 과학자라고 흔히 부른다. 1946년에 
처음으로 컴퓨터가 등장하였지만 전산과학이라는 학문이 대학에서 자리 잡기까지는 
30여년이 지난 후부터이다. 데이터 사이언스는 전산과학, 통계학, 경영학(산업공학) 
등의 융합과학으로 새로이 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 10년이 지나기 전에 중요한 융합
학문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믿는다.
  직업 알선과 직장연봉 비교 사이트로 유명한 글래스도어(Glassdoor.com)는 2016
년에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 WLB)측면에서 가장 좋은 직업 상위 29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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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한 바 있다. 일과 삶의 균형은 재택근무, 출퇴근 시간 자유, 만족도, 연봉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높은 연봉이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직업은 아니다. 또한 
일과 삶의 균형은 회사(일)와 가정(개인생활)을 적절하게 분리하여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표 2>에 공개한 리스트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3위에 올라 있고 연봉도 최고
수준이다. 즉,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이미 최고 인기 직종군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
다. 주목할 점은 29개 업종 중에서 반 이상이 IT와 데이터 관련 기술 분야의 직종이
라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확실히 IT와 데이터 관련 고유 기술을 가진 전
문가가 사회로부터 대접을 받는 것이다. 데이터 분석가는 20위로 되어 있는데, 데이
터 분석가는 기업에서 생산되고 수집되는 각종 데이터를 분석하고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는 기존의 통계분석가를 의미한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분석, 결과를 넘어 
산업연관분석과 미래 지향적인 시사점을 도출하여 기업의 생존전략에 필요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한다. 따라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통계분석가를 넘어 
사회, 경제, 경영 등 여러 학문을 융합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인재를 말한다.

<표 2> 일과 삶의 균형 측면에서 최고의 직업 WLB(일과 삶의 균형) 순위
(연봉은 중앙값이고 단위는 천불, 자료: Glassdoor.com, 2016년)

순위 직업 연봉 순위 직업 연봉

1 corporate recruiter 65 16
hypertext preprocessor (PHP) 

developer
80

2
user experience (UX)

designer
95 17 web designer 61

3 data scientist 112 18 content manager 74
4 strategy manager 110 19 technical editor 61

5
user interface (UI)

designer 
85 20 data analyst 66

6 recruiting coordinator 48 21 project analyst 60

7
technical

account manager
22 marketing coordinator 48

8 mobile developer 101 23 recruiting manager 72

9
software development

engineer
110 24 client manager 67

10 research engineer 103 25 computer programmer 75
11 marketing analyst 65 26 research analyst 59
12 scrum master 89 27 research technician 37
13 substitute teacher 25 28 creative manager 107
14 library assistant 29 29 lab assistant 28
15 social media manager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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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데이터 마인드의 중요성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 기반의 지능디지털 혁명이라고 흔히 부르고, 데이터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면 ‘데이터’하면 무엇이 떠오를까? 많은 사람들은 데이터는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엄청난 숫자들의 조
합, 그림, 표 등을 생각한다. 그러나 데이터는 보통 사람들도 주위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며, 거기에서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세상을 데이터의 관점에서 바라
보고, 이를 통해 세상의 흐름을 읽으려고 하는 ‘데이터 마인드(data mind)’가 필요하
다. 그러면 ‘데이터 마인드’란 무엇인가? 데이터 마인드란 다음의 과정을 거치는 마인
드를 의미한다.
  (1) 자연이나 사회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관련된 데이터 수집 계획을 세우고 (plan),
  (2) 계획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하여 정리하고 (do), 
  (3) 데이터의 적절한 분석을 통하여 현상을 이해하고 (understand),
  (4) 자연이나 사회의 현상을 개선하려는 마인드이다 (improve).
  다시 말하면, 데이터 마인드는 데이터라는 렌즈를 통해 복잡한 현상에 대하여 객관
적이고 바른 정확한 지식을 얻고, 이를 바탕으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고방식
이다. 이런 마인드를 기르는 것은 데이터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잘 적응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삶의 자세라고 하겠다. 

 5) 데이터 사이언스와 통계학의 역할과 미래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기반의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면서 빅데이터 기술의 중요
성이 강조되고 있고, 빅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학문으로 데이터 사이언스, 그리고 그 
전문 인력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주목받고 있다. 데이터 사이언스는 데이터의 
수집, 보관, 통계분석, 정보창출, 실무 적용을 다루는 학문으로, 기존의 학문으로는 전
산과학과 통계학, 그리고 실무 적용을 주로 하는 경영학, 산업공학 등의 일부를 포함
하는 학문이다. 데이터 사이언스는 연구영역이 광범위하므로 아직은 초기 발전 단계
라고 할 수 있으나, 앞으로 하나의 학문영역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데이터 사이언스
로 양성된 인재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가장 인기 있는 직종에 속한다. 국내에서도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인력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으며, 
사립대학 30여 곳에서 대학원 과정으로 데이터 사이언스 과정을 개설하고 있어 좋은 
현상이라고 하겠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데이터 사이언스가 새 학문으로 자리를 잡아가리라 생각
한다. 그러면 데이터 사이언스의 중요 부분인 통계학은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떻게 발
전해 나갈 것인가? 데이터 사이언스는 IT 기반 기술에 통계적 방법을 적용하여 정보
창출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통계적 방법에 대한 이론개발보다는 적용 방법 연구를 
중심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반면에 통계학은 수리통계학, 추측통계학, 정보통계학 
등의 개념을 동시에 가지면서 이론개발에 계속 치중하여 연구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통계학은 학문으로서 고유 영역을 지켜나갈 것이며, 계속 발전되어 갈 것이다. 통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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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전은 분명히 데이터 사이언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통계학에서 새로이 개
발된 통계적 방법들이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적용되고 테스트되면서 보완될 것이다. 
결국 통계학과 데이터 사이언스는 상생의 공존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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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주제. 상대성 이론; 시간과 공간의 휘어짐

김정구 (자연과학대학 물리·천문학부 명예교수)

  과학적 입장에서 보면 지동설을 주장한 Copernicus 이전까지의 시대는 신이 지배
한 시대였다. Renaissance 시대 즉 인본주의 시대의 시작은 Copernicus에 이어 
Galilei Galileo와 함께 시작되고 Newton 역학의 출현으로 근대과학이 수립되었다. 
이후 200년이 지난 20세기 초에 뉴턴 역학의 한계를 뛰어넘어 자연에 대한 인식의 
혁신을 가져온 양자역학의 태동과 또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발표된 것도 이 
시기였다.
  과학 분야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억되는 발견 3가지를 말하라
고 한다면 어떤 발견이 언급될까? 독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한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기에 사실은 정답이 없다.
  충격적이라고 말할 정도로 상식을 벗어나면서 인류 문화에 큰 영향을 끼친  과학적 
발견을 기준으로 1순위 상대성 이론, 2순위 둥근 지구, 3순위 지동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이 순위는 저자의 개인적 선택이다.
  후에 미국의 대표적 물리학자인 Richard Feynman의 표현에 의하면 “상대성 이론
이 발표되었을 때 이를 이해한 사람은 세상에서 단 한명, 바로 논문의 저자인 
Einstein 뿐이었으며, 양자역학의 경우 이를 이해한 사람은 세상에서 단 한명도 없었
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가 우주에 대한 인식 지평
을 획기적으로 넓힐 수가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덕
분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면 자연에 대한 인류의 인식 변화를 살펴보기로 하자.

눈높이와 상상력
  고대 그리스 시대의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자연의 운동법칙은 첫째, 자연스러운 
물체의 상태는 정지한 상태이다. 즉 속도가 0 인 상태가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이다, 
둘째, 모든 물체는 낮은 곳으로 간다. 셋째, 무거운 물체는 가벼운 물체보다 빠르게 
낙하한다.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법칙이 지금은 틀린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갈릴레이가 피사의 사탑에서 동시에 떨어뜨린 가벼운 추와 무거운 추가 동시에 지
면에 도달하여 가벼운 물체나 무거운 물체가 동시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밝힌 것은 새
로운 과학의 시대를 여는 종소리였다. 그리고 41년 전인 1977년에 쏘아 올린 
Voyager 우주선이 지금도 태양계를 벗어나 외계로 계속 항해하고 있다. 아리스토텔
레스의 운동법칙은 그 당시의 경험 법칙이었다. 사실 자연의 진실은 양파 껍질처럼 
겹겹이 싸여 있음이 밝혀진다.
  2,200여 년 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당시 세계 최고의 도서관이었다. 그
리스 출신의 학자 Eratosthenes 이 당시 이 도서관의 관장직을 맡고 있었다. 알렉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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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아에서 800 km 떨어진 시엔 에서 정오에 우물 속에 비친 자신의 머리와 해가 
일직선을 이루어 해가 가려졌음을 알았다.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우물을 비친 자신과 
해가 7도 차이가 있음을 알았다. 이로부터 그는 만약 지구가 둥글다면 지구 둘레가 
약 40,000km 그리고 지구 반지름은 6,370km가 됨을 알았다. 그는 지구둘레 길을 한 
바퀴 걷지도 않았지만 우물 속에 비친 자신과 해가 이루는 각도로 부터 지구의 크기
를 알아 낸 것이다. 참고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 반지름은 6,378km 이다.
  자연에 대한 새로운 진실은 항상 질문과 상상의 결과로 인하여 제시된다.

뉴턴 시대의 자연에 대한 이해
  1687년 발표된 “Principia of Mathematica”는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를 벗어나 새
로운 과학, 뉴턴역학 시대가 시작됨을 세상에 알리는 포고문 이었다.
  뉴턴의 기본적인 3가지 운동 법칙은 아주 간단명료하다
  뉴턴의 제1법칙: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의 운동량이 일정하여 원래의 운동 상
태를 유지한다는 운동량 보존 법칙, p = mv = 일정 
  뉴턴의 제2법칙: 물체에 힘 F를 가하면 시간에 따른 운동량의 변화가 가해준 힘 F
와 같아서 가속도가 생긴다는 힘의 법칙, F = dp/dt = d(mv)/dt (= ma) 만약 물체
의 질량 m이 일정하면 위식은 단순히  F=ma가 된다. 
  뉴턴의 제3법칙: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FA)을 가하면 다른 물체는 반대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힘을 작용한다는 작용-반작용의 법칙, FB=-FA 이다.
  이 3가지 법칙을 사용하여 우리가 실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연의 거의 모든 
현상들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을뿐더러 주어진 물체에 힘이 작용하는 경우 그 
물체의 시간에 따른 운동 상태의 변화까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다.
  뉴턴의 또 다른 큰 업적은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현상으로 부터 영감을 얻
어 발견했다는 일화로 유명한 중력의 발견이다. 사과와 지구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힘이 존재함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 힘을 중력 이라고 부른다. 자연에 존재하는 힘
은 강한 핵력, 약한 핵력, 전기력과 중력 등 4가지 힘이 존재하는데 그중 중력이 가
장 약하여 전기력에 비하면 10-36 정도로 거의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미미한 힘이지
만 전기력은 전하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당기거나 밀치는 힘으로 작용하는데 비해 중력
은 질량이 있는 물체끼리 항상 서로 당기는 힘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구상의 큰 물
체의 운동, 별들의 운동, 은하의 운동을 지배하는 힘이 바로 중력이다.
  사람들은 19세말까지 뉴턴의 운동법칙과 중력을 사용하여 태양계 행성의 운동을 정
확하게 예측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역학적 분석, 대형 건물과 
교각의 설계와 안전성 등을 전부 뉴턴역학으로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당시의 공간과 시간에 대한 개념은 기본적으로 유클리드 기하로 x-축, 
y-축 그리고 z-축 세 가지 직선 축으로 이루어진 3차원 좌표계로 모든 공간을 표시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시간에 대한 개념은 공간상의 운동과 관계없이 
시간은 항상 일정하게 흐른다고 생각했다. 정지한 공간이나 움직이는 공간 또는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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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는 공간이든 관계없이 항상 시간의 흐름은 일정하다고 믿었다.
  인류의 시간 개념은 이집트 문명시대부터 시작하여 지구의 공전 주기를 1년으로 정
하였으며, 1년은 365일이라고 생각했다. 그 후 1일은 24시간, 1시간은 60분, 1분은 
60초로 정해졌다.
  오늘날 시간의 표준은 원자시계의 진동수로 정의 된다. 국제 표준으로 1초는 세시
움 원자에서 나오는 빛이 9,192,631,770번 진동하는 시간을 1초라고 정의 한다. (진
동회수를 세는 것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측정이다.)
  상대적인 속도 u로 서로 움직이는 2개의 좌표계, 예를 들어 속도 u로 움직이는 기
차를 타고 있는 사람의 좌표계와 지상에 고정된 사람의 좌표계를 생각하자. 이 두 좌
표계에서 한 물체의 운동을, 예를 들어 야구공의 운동을 생각해보자. 기차가 움직이는 
속도는 u (예를 들어 시속 300km/hr)이고 기차가 움직이는 방향을 x 방향이라고 하
자. 기차안의 사람이 x-방향으로 속도 v’ (예를 들어 시속 100km/hr) 의 속도로 야
구공을 던졌다고 하자. 기차 안에서 측정한 야구공의 속도가 v’ (100km/hr)이라면 
지상의 관측자가 측정한 야구공의 속도는 기차의 달리는 속도 u (300km/hr)를 더한 
v = v’ + u=400km/hr가 된다. 
  이 결과는 너무나도 자명하고 또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당연한 결
과인가?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에서 이 당연한 결과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

19세기 말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새로운 현상들
  햇빛은 일상 흰 빛깔의 광선이라고 여겨지지만 프리즘을 통하여 햇빛을 보면 햇빛
은 빨간색에서부터 보라색까지 무지개 색깔과 같이 연속적으로 분포된 파장을 가진 
광선으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다. 19세기 후반기에 빛의 파장을 조사하는 기술이 개
선되면서 여러 가지 빛들의 파장을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된 수소에서 나온 빛의 파장은 연속적인 것이 아니라 특별한 
파장의 빛만을 보이는 것이 관찰되었다. 가시광선 영역에서 수소에서 나온 빛의 파장
과 색깔은 파장이 5656.2nm인 붉은 색, 녹색인 486.1nm, 푸른 보라색의 434.0nm, 
그리고 보라색인 410.1nm 빛이 관찰되었다. 여기서 nm(나노미터)는 10-9m, 1/10억 
meter를 뜻한다.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로 구성된 가장 간단한 구조를 가진 수소 원자에서 나오는 
빛들이 왜 이렇게 특별한 파장대의 빛만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20세기 초 양자역
학적 개념이 도입 되던 시기에 Niels Bohr가 양자역학적 해석(참고사항 1)으로 명쾌
하게 설명하였다. 양성자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는 수소 원자에서 전자의 운동량이 
양자화 된다는 가정을 하면 전자의 에너지가 양자화 된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설명
되었다. 양자역학의 시대가 막을 올리는 변혁기였다.
  이와 더불어 전기와 자기에 대한 현상을 총괄적으로 설명하는 Maxwell 방정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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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계산한 이론상 전자기파, 빛의 속도  

 는 유전율과 투자율에 의하여 결

정되는 일정한 값 ×  이라고 예측되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파동의 전파를 위해서 물질 형태의 매질이 필요하다. 
바다와 호수의 물결 파동은 물이 매체 역할을 하여 전파되고, 소리 음파는 공기가 파
동을 전파하는 물질이 된다. 전자기 파동이라고 생각되는 빛의 전파가 가능하기 위해
서는 공간에 파동의 전파를 도우는 매질이 필요하고 이 가상적인 물질을 이터
(aether)라고 불렀다. 이터 가설을 확인하기 위하여 L자 형태의 빛 간섭계를 사용한 
Michelson-Morley 실험(참고사항 2) 결과 이터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고 또한 빛
의 속도는 c=×로 지구의 공전 움직임과는 무관하게 일정하다는 결론을 얻었
다.
  이론적으로도 빛의 속도는 c=×이며 실험적으로도 지구 공전 방향 또는 공
전 방향과 수직인 방향으로도 빛의 속도가 같다는 사실은 뉴턴 역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신호였던 셈이다. 
  이처럼 19세말에는 과학계가 그 때까지 철석처럼 믿었던 뉴턴 역학에 반하는 새로
운 현상들이 조금씩 고개를 들던, 큰 변화가 잉태되던 시기였다. 

특수 상대성 이론: 시간의 휨
  뉴턴 역학과 중력에 대한 아인슈타인의 문제 제기:
  뉴턴 역학을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정지한 계와 상대 속도 u로 움직이는 계
에서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는 방법은 동일하다. 다만 위치가 상대속도 u로 움직이는 
사실만 고려해주면 될 것이다.
  움직이는 계에서 측정한 물체의 위치 x’(t)와 고정된 계에서 측정한 위치 x(t)의 관
계는 x(t)=x’(t)+ut로 주어지며 따라서 정지한 계에서 측정한 물체의 속도는 v(t)=v’(t) 
+ u로 주어진다.
  따라서 이 결과로 보면 움직이는 계에서 움직이는 방향으로 쏜 빛의 속도 co를 정
지한 계에서 측정하면 당연히 c=co+u가 되어야 한다. 즉 지구에서 측정한 빛의 속도
와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달에서 측정한 빛의 속도는 같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Maxwell 방정식에서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는 것은 잘못된 것일까? 그리고 
Michelson Morley 실험 결과도 잘못된 것인가?
  움직이는 계에서 측정한 빛의 속도와 정지한 계에서 측정한 빛의 속도가 같을 수가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의 속도가 일정하려면 무엇이 어떻게 변해야 가능할까? 
이것은 쉬운 질문이 아니다. 
  사실 아인슈타인은 당시 빛의 속도 c가 일정하다는 Michelson Morley 실험결과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으나 이론적인 Maxwell 방정식의 예측과 같이 c가 일정하다는 
것을 믿고 c가 측정계의 움직임과는 무관하게 일정하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조사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 79 -

  그리고 뉴턴이 발견한 중력에 관한 질문도 있었다. 중력의 경우 질량이 존재하면 
그 주위에 중력장이 생겨서 아무리 먼 곳에 있는 다른 질량을 가진 물체도 순식간에 
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뉴턴 중력의 입장이다. 중력장의 전파 속도에 대한 아무런 
제시나 암시도 없지만 중력장은 무한대의 속도로 전파된다고 추측할 수밖에 없다. 그
러나 태양에서 나오는 빛도 지구까지 오는데 약 8분 20초가 걸리는데 무한히 빠르게 
순간적으로 중력이 전파된다는 이런 추측이 옳은 것인가? 
  새로운 밀레니움이 시작한 20세기 초 아인슈타인의 의문을 요약하면 
  첫째, 어떻게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계에서 측정한 빛의 속도가 지상 관측자가 측정
한 빛의 속도와 같을 수 있는지? 
  둘째, 중력이 전파되는 속도가 얼마인지? 
  셋째, 중력의 실체는 무엇인지? 
등 세 가지의 기본적인 질문을 한 것이다. 중력의 실체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은 참 하
기 어려운 생각이다.

특수상대성 이론의 기본 가설:
  아인슈타인이 위에 언급한 의문을 가지고 어떻게 빛의 속도 c가 계의 움직임에 관
계없이 일정할 수 있다는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1905년, 그는 스위스 특허 국에
서 일하던 26세의 젊은 청년이었다. 
  그는 상대성 이론을 정립하기 위하여 대담한 2가지 기본 가설을 제안하였다.
  - 상대성의 원리: 자연의 운동 법칙은 모든 관성계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 자유공간에서 빛의 속도는 모든 관성계에서 동일한 값 
  ×을 가진다.
  아인슈타인이 내세운 2가지 기본 가설은 관측자의 운동 상태에 관계없이 자연의 운
동법칙은 동일하며 또한 움직이는 계든 정지한 계든 관계없이 빛의 속도가 동일해야 
한다는 가정이다. 여기서 관성계라는 표현은 가속되는 계가 아니라 일정한 속도로 움
직이거나 정지한 계를, 그리고 자유공간이라는 표현은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를 의
미하는 표현이다.
  여기서 말하는 빛의 속도는 초당 3억 m/s라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이기 때문에 우
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경우 순간적으로 전파된다고 믿어도 좋을 정도로 우리가 주
는 신호의 지연은 없다고 느낀다. 그러나 우주 규모에서는 별빛이 지구에 도달하는데 
수십 억 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빛의 속도만이 모든 관측자에게 동일한 
절대적인 속도라는 것이다. 
  빛의 속도가 모든 관측자에게 일정하려면 우리는 경험상 속도 u로 달리는 기차 안
에서 vo로 던진 야구공의 속도가 지상에서 보면 v= vo + u가 되는 것이 너무도 당연
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기차 안에서 빛을 앞으로 쏘면 지상에서 관측하는 빛의 속
도는 당연히 기차 안에서 측정한 빛의 속도 co 보다 기차 속도 u 만큼 더 빠른 빛의 
속도 c=co+u를 기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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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차 안에서 쏜 빛의 속도나 지상에서 측정한 빛의 속도가 같다
면, 즉 c=co가 되기 위해선 무엇이 달라져야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이게 핵심
적인 의문이다.
  이런 의문을 풀기 위해서 속도 u로 움직이는 기차 안에 설치된 거울 시계를 생각
해 보자. 이 거울 시계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길이가 d (예를 들어 길이 d=3 m
라고 하자)이며 양쪽 끝에 거울이 부착되어있다.
아래 거울에서 출발한 빛이 윗 거울에 도달하는 걸린 시간은 기차안의 시간으로 
to=d/c로 주어질 것이다. d가 3m 인 경우 to=3m/3x108(m/s)=10-8s=10ns 가 걸린
다. 기차를 탄 사람은 빛이 몇 번이나 아래 위를 갔다 왔는가를 헤아리면 시간을 측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ns는 나노 초를 즉 10-9 초를 의미한다.)
  반면 지상에 정지한 사람이 보면 기차가 속도 u로 움직이기 때문에 빛이 수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림의 오른쪽처럼 사선을 따라 움직여 윗 거울에 반사된 뒤 다시 
사선 방향을 따라 아래쪽 거울로 왔다가 또 반사되어 zig-zag 방향으로 진행하는 꼴
이 된다.

  이 때 지상 관측자가 인식한 진행 거리는 피타고라스의 법칙에 의하여 d 보다 긴 

  가 될 것이다. 여기서 ut는 기차가 t동안 간 거리이다. 그리고 t는 지
상관측자가 측정한, 빛이 윗 거울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다.
  아인슈타인의 기본 가설에 의하여 기차 안에서나 지상에서나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
면     기차안빛의속도

    지상빛의속도

이로부터 지상 및 기차 안 관측자의 시간 t 와 to 는   

  관계를 얻

을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지상에서 측정한 시간과 기차 안에서 측정한 시간의 관계는 

 


라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여기서  








 를 

Lorentz factor 라고 부른다. 
  아인슈타인이 얻은 이 결과는 그가 애초에 제시한 가설-모든 관성계에서 자연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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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은 똑같이 적용되며 또한 빛의 속도 c는 동일하다-를 논리상 아무런 무리도 없이 
그대로 쫓아서 얻은 결과이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여지없이 깨
는, 움직이는 기차안의 시간 to와 지상에서 관측한 시간 t는 다르게 흐르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시간과 공간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공간상의 움직임이 시간의 흐름에 
영향을 주어 공간과 시간이 서로 연결된 4차원 공간 (x, y, z, ct)으로 인식해야 된다
는 것이다. 이 결과는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결론이다. 

상대론적 변환 
  아인슈타인의 결과를 정지한 계 (x, y, z, t)와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계 (x’, y’, z’, 
ct’)의 관계를 Lorentz 변환 형태로 표시하면  ′′   ′   ′

  ′
′



형태로 주어

진다. 이제 아인슈타인이 제시한 특수 상대성 이론의 주요한 결과들에 대하여 간략하
게 살펴보기로 하자.

(i) 시간의 늘어남 (time dilation)
  이 부분은 이미 위에서 언급하였지만 시공간의 Lorentz  변환 식에서 움직이는 계
의 원점에 있는 시계를 생각하면 t=t‘ 로 주어져 정지한 계의 시간이 움직이는 계의 

시간보다 Lorentz factor,  







  만큼 빠르게 흐른다. 즉 움직이는 계의 

시간은 1/=




  만큼 느리게 흐른다.

예) 쌍둥이 역설
  쌍둥이인 철수와 영희는 대학 입학 기념으로 똑 같은 시계를 산후 1년간 휴학하여, 
철수는 가는데 반년이 걸리는 별을 방문하고 영희는 세계 일주를 하기로 하였다. 철
수는 속도가 0.866c(=2.6 억 m/s)인 우주선을 타고 철수 시계로 가는데 반년 오는데 
반년이 걸려 1년 만에 지구로 돌아 왔다.
  영희의 시계로 철수가 오는데 얼마나 결렸는가? 
  해답: 움직이는 철수의 시계는 지구에 남은 영희의 시계보다 훨씬 느리게 시간이 
흐른다. 이런 시간의 늘어남 현상 때문에 지구상에 남은 영희의 시계로는

   




년
년이 지나서 철수는 1학년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데 쌍둥이 동생인 영희는 2학년으로 등록하는 해괴한 현상이 생긴다.

(ii) 길이의 단축 (length contraction)
  움직이는 계에 놓인 길이 Lo=x2’-x1’인 물체의 길이를 정지한 계에서 측정하려면 사
진을 찍어 길이를 측정하면 될 것이다. 사진을 찍으면 물체의 앞부분과 뒷부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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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온 빛은 사진기에 동시에 입력이 될 거다. 그러면 물체의 길이는 Lo=x2’-x1’=
   따라서 정지한 계에서 측정한 물체의 길이는 

L=x2-x1=Lo/=




  Lo 로 되어 원래의 길이보다 짧게 보이게 된다. 반면 움

직이는 방향과 90°직각 방향인 y 또는 z 방향으로는 길이의 변화가 없다.

(iii) 속도의 합
  움직이는 계에서 속도가 v’인 경우 정지한 계에서 측정한 속도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속도의 정의는 미세한 시간동안 위치의 미세한 변위의 비율이다. 그리고 정
지한 계에서 측정한 위치의 변화는 ∆ ∆′∆′, 시간의 변화는 
∆  ∆′∆′로 표현되니까, 정지한 계에서 속도는

 ∆

∆


∆′∆′
∆′∆′


∆′

∆′


∆′
∆′






′

′

로 표현된다. 상대성 이론에서 얻을 수 있는 속도의 합은 뉴턴 역학에서 기대하는 
(v’+u)와는 다른 형태이다. 예를 들어 상대속도 u=0.5c 로 움직이는 계에서 빛을 쏘
면 정지한 계에서 빛의 속도를 측정하면 1.5c가 아니라 c로 빛의 속도는 어떤 운동을 
하는 계에서든 c로 주어진다. 즉 물체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속도는 c 이며 c 보다 
더 큰 속도는 원천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것이 아인슈타인이 얻은 결론이다. 아인슈타
인은 시간이 공간과 연계되어 변하는 4차원 공간상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우주가 움직
인다는 점을 밝혔다.

일반 상대성 이론: 공간의 휨
중력에 대한 관점의 차이:
  앞에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계에서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는 
가설이 어떤 결과를 가져 오는지를 살펴봤다. 이제 단순히 등속으로 서로 움직이는 
계가 아니라 가속되는 계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올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이
처럼 가속되는 계에서의 상대성 이론을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부른다. 
  중력은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현상뿐만 아니라 행성, 은하계와 전 우주의 운동을 
지배하고 있는 힘이다. 뉴턴의 중력 이론에 의하면 물체는 순식간에 다른 물체에 중
력의 영향을 준다. 즉 한 물체의 질량 변화가 생기면 그 변화의 효과는 다른 물체가 
멀리 떨어져 있든 가까이 있든 관계없이 동시에 전해져야 한다. 예를 들어 50광년 떨
어진 별이 폭발할 때 그 효과는 폭발과 동시에 중력의 급작스러운 변화로 지구상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다.
  뉴턴 역학 관점에서 중력의 특징은 3가지 특성을 가진다. 첫째, 중력은 질량이 있
는 물체 사이에서만 작용하는 힘이며, 둘째로 항상 당기는 힘, 즉 인력으로만 작용하



- 83 -

며, 셋째로 이 힘은 순간적으로 작용하여 증력의 영향은 아무리 멀리 떨어진 물체라
도 순식간에 물체에서 물체로 전달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뉴턴의 중력 법칙이 맞는 것 같지만 아인슈타인이 제기한 뉴턴 중력에 
대한 의문은 
  첫째, 중력은 어떻게 전파되는가? 뉴턴의 중력에는 중력의 전파 방법론에 관한 언
급이 전혀 없다. 
  둘째, 중력의 순간적 전파가 가능한가? 특수 상대성 이론의 결과에 의하면 속도의 
한계가 있으며 이 한계는 바로 빛의 속도인데 뉴턴 중력의 변화는 빛의 속도 보다 더 
빠르게 순간적으로 전달되는 것처럼 표현된 점이다.
  셋째, 근본적으로 중력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뉴턴 중력의 실
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다.

중력과 가속도의 등가원리
  우리가 지구상에서 느끼는 물체의 무게는 사실 지구가 그 물체를 당겨서 가속 시키
려 하는 힘 즉 중력의 결과라는 것을 모두 인식하고 있다.
  만약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에 있는 사람이 자유낙하를 하면 더 이상 중력을 느끼지 
않는 무중력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여 아무런 힘도 작용하지 않는 우주 공간에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질 것이다.
  반면에 아무런 힘도 존재하지 않는 우주 공간에서 로켓엔진을 가동하여 g의 가속도
로 추진을 하면 우주인은 지구상과 똑 같은 중력을 느끼게 될 것이다. 책을 떨어뜨리
면 책은 g의 가속도로 바닥을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우주인은 힘 F=mg를 느끼면서 
이 힘이 중력 때문인지 아니면 가속도 때문인지 구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등가 원리(Equivalence Principle)라고 부르는 이 원칙(참고사항 3)은 아인슈타인
이 고안해낸 일반 상대성 이론의 출발점이다. 로켓 엔진을 분사하여 얻는 가속도와 
지구상의 중력으로 생기는 가속도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효과를 내는 같은 것
이라는 것이다. 즉 중력이 존재하는 계와 가속되는 계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 상대성 이론의 주요 point는 중력장 내에서 빛의 운동에 관한 것이다. 중력장 
내에서 빛은 영향을 받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해보자. 뉴턴의 입장에서 중력은 질량을 
가진 물체 사이에만 작용하기 때문에 빛도 역시 질량에 비례하는 만큼의 힘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빛 알갱이의 질량은 0이기 때문에 중력이 존재하는 공간에서도 빛은 
힘을 받지 않고 직진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참고사항 4)
  똑같은 2개의 큰 통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을 생각하자. 한통은 지상에 놓여 있어서 
수직 방향 중력 가속도 g를 받고 다른 한 통은 우주에 있지만 지상과 같은 수직방향 
가속도 g로 가속을 하고 있어서 r 안의 사람은 바닥으로 지상과 동일한 가속도 g를 
받고 있어서 자신이 지상에 있는지 아니면 가속되는 우주선 안에 있는지 구분할 수가 
없을 것이다.
  먼저 g로 가속되는 우주선에 있는 사람이 수평 방향으로 랜턴을 켰을 때 빛이 진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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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궤도는 어떻게 되겠는가? t=0인 순간에 쏜 빛은 수평방향으로 진행할 것이지만 
∆ 이후에 나온 빛은 t=0에 나온 빛 보다 조금 위쪽에서 수평방향으로, 2∆ 이후에 
나온 빛은 그보다 조금 더 위쪽에서 출발하는 등 시간에 따라 빛의 출발점이 계속 위
로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보면 마치 빛이 아래쪽으로 휘어져 진행하는 모양이 될 것이
다. 가속도 g로 가속되는 우주선에서 수평으로 쏜 빛이 휘어져 간다면 등가 원리에 
의해 지상의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에 있는 사람이 쏜 빛도 가속되는 우주선 안에서 
쏜 빛과 마찬가지로 아래로 휘어져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평범한 사실에 의존한 등가원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놀라운 결과를 가져 온다. 질
량도 없는 빛이 중력을 받아 휘어져야 된다면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공간의 휨
  앞에서 등가 원리 논리에 따라 빛이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통과할 때 질량이 0 
임에도 불구하고 휘어져 진행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질량이 0 이면 중력의 영향
을 전혀 받지 않아 직선적으로 움직여야 할 터인데 어떻게 이런 “휘어진 진행”이란 
결론이 가능할까? 
  이런 의문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먼저 반지름 r, 둘레 2r 인 평면상의 원을 생각
해 보자. 만약 이 원을 고속으로 회전을 시킬 때, 원둘레 상에 있는 물체는 중력 가
속도와 흡사한 구심력을 받아야 한다. 원둘레가 회전하는 속도 때문에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길이의 단축이 생겨 원둘레의 길이는  보다 짧아진다. 그러나 반지름 방향
의 길이는 원둘레의 운동 방향과는 직각 방향이어서 r의 크기는 변화가 없다. 결과적
으로 지름은 변화가 없이 원둘레 길이만 작아지려면 이 공간은 평면이 아니라 농구공
의 아랫부분처럼 오목하게 될 수밖에 없다. 즉 질량이 존재하여 주위에 중력이 있다
고 생각되는 공간은 평면이 아니라 오목하게 휘게 된다. 따라서 질량이 존재하는 주
위 공간은 휘어지게 된다. 질량이 크면 공간의 휨도 크고 질량이 작으면 공간의 휨도 
작아진다. 
  예를 들어 태양 주위에 지구가 돌고 있고 지구 주위에 달이 돌고 있는 태양계를 생
각해 보자. 

  먼저 뉴턴의 중력 개념에서 보면 태양과 지구 사이에는 중력  



 이 작

용하여 지구가 태양 주위를 원형 궤도를 따라 돌고 있으며 지구와 달 사이에도 중력 

 



  이 작용하여 달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으며 태양 지구 달로 이루어

진 공간은 편편한 뉴턴 공간이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 입장에서는 태
양주위의 공간은 태양의 질량 때문에 공간이 오목
하게 많이 휘어져 있으며 지구 주위에도 지구의 질
량 때문에 공간이 휘어져 있다. 이러한 공간의 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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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달은 자체로써는 직진운동을 한다고 하지만 실은 휘어진 공간을 따라 지구
를 중심으로 원운동을 하고 지구 역시 직진운동을 하지만 실은 태양을 중심으로 휘어
진 공간을 따라 원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공간의 휨에 따라 원운동뿐만 아니
라 타원궤도 운동 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다.
  이 두 가지, 뉴턴과 아인슈타인의 중력 해석은 같은 역학적 결과를 내고 있지만 중
요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뉴턴은 중력을 하나의 힘으로 생각하여 지구상 물체의 운
동이나 태양계 행성의 운동을 기술하였지만 아인슈타인은 물체의 질량 자체가 공간의 
힘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인식하여 질량이 없는 빛의 휘어짐과 중력파의 존재를 예고
했다. 더 나아가 한 곳에 모인 질량이 너무 커지면 공간의 휨이 너무 심해져서 이웃
의 물질도 한번 빠지면 다시 튀어 나올 수 없고 심지어 빛도 빠져 나올 수 없는 블랙 
홀(black hole)의 존재도 예고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의 결과
  앞의 절에서 등가 원리 논리에 따라 빛이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통과할 때 질량
이 0 임에도 불구하고 휘어져 진행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질량이 0 이면 중력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아 직선적으로 움직여야 할 터인데 어떻게 이런 “휘어진 진행”이
란 결론이 가능할까? 이러한 의문에서 아인슈타인은 중력은 가속계이기 때문에 공간 
자체를 휘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결과를 정리하면
i) 질량이 존재하면 주위 공간과 시간을 휘게 한다.
  질량이 없는 물체, 예를 들어 빛도 질량이 분포된 공간을 지나면 공간의 휨 때문에 
휘어져 진행한다. 
ii) 공간의 휨이 중력이 작용하는 근본적 원리이다.
  물질과 에너지가 없는 공간은 편편하지만 태양과 같이 질량이 존재하면 질량 주위
의 공간은 휘어진다. 공간이 휘어짐에 따라 주위의 물체는 휘어진 공간을 따라 타원 
궤도 또는 원형 궤도 운동을 한다. 
iii) 공간의 휨(중력)의 변화는 파동처럼 빛의 속도로 전파한다. 
  공간상의 질량분포에 변화가 생기면 공간의 휨에 변화를 가져오고 이러한 변화는 
파동(중력파)처럼 빛의 속도로 전파된다.
  1915년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한 검증은 몇 가지 방법이 있
지만 가장 단순한 방법은 빛의 휨에 대하여 관찰하면 확실할 것이다. 빛 알갱이는 질
량이 0이기 때문에 중력장 속을 지나더라도 중력을 받지 않고 직진할 것이지만 만약 
아인슈타인 이론을 따라 공간이 휘어지면 빛 알갱이는 휘어진 공간을 따라 움직일 것
이기 때문에 휘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 공간의 휨에 대한 측정 실험은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실험으로, 태양
의 일식이 있는 날 태양 뒤쪽에 있는 별의 위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 당시에는 가장 
유력한 실험 방법으로 생각되어 개기 일식이 있는 1919년 5월 29일 영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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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dington(참고사항 5)이 Hyades 성단의 위치 변화를 측정하여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실험과 일치함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확인 실험 결과가 세계의 여러 
신문에 대서특필되면서 당시에 일반인에게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던 아인슈타인은 일
약 과학계를 대표하는 스타가 되었다.
  빛의 휨 외에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한 또 다른 검증 방법은 gravity lensing 현상
을 관측하는 방법과 최근에 개발된 중력파의 존재를 검
출 방법이 있다. 했던 먼 은하를 광학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 오른쪽 사진은 1990년 Hubble 망원경으
로 80억 광년 떨어진 별, Quasar의 모습이다.
  지구와 Quasar 사이에 있는 많은 성단들의 질량이 
크기 때문에 이들이 볼록 렌즈 역할을 하여 Quasar에
서 나온 빛이 지구로 와 마치 여러 개의 extra 별이 더 
있는 것처럼 보여 이를 아인슈타인 십자가라고 부른다. 

상대성 이론의 활용
에너지 (핵분열과 핵융합)
  아인슈타인은 물질과 에너지 관계는 E=mc2 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였다. 즉 에
너지 와 질량은 근본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이다. 정지한 질량 mo는 에너지 Eo=moc2의 
에너지를 가지며 이를 정지질량 에너지라고 부른다.

핵분열(Fission) 반응
  핵분열을 하는 대표적 물질은 우랴늄 (Uranium)과 플러토늄 (Plutonium)을 들 수 
있다. 자연에서 나오는 우랴늄은 238U92가 99.28% 그리고 동위원소 235U92가 0.72%를 
차지하고 있다. 
  238U92는 상당히 안정된 원소이지만 동위원소인 235U92는 고에너지 중성자와 충돌하
면 바리움(141Ba56)과 크립턴(92Kr36)으로 핵분열이 일어난다.
   →  →


∆

우라늄 원자 하나가 핵분열하여 생성되는 에너지는 ∆∆  에 이
른다. 원자력발전은 석유의 연소, 즉 탄소의 연소를 통해 열을 얻는 것보다 거의 만 
배 이상의 고효율을 가진 에너지 생성 방법이다. 

핵융합(Fusion) 반응
  핵융합은 작은 원자(수소나 핼리움)가 결합하여 큰 원자(핼리움이나 탄소)로 융합될 
때 질량의 감소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방출하게 된다. 3중수소와 중수소가 융합하여 

헬리움과 중성자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17.6Mev의 에너지가 생성된다. 이러한 수소의 
핵융합은 우주의 모든 별들이 에너지를 발산하는 메카니즘으로 수 백 만도 이상의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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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온도가 필요하다. 태양의 질량보다 더 무거운 별에서
만 핵융합 반응이 가능하다.
GPS를 활용한 네비게이터 장치
  자동차, 선박 비행기의 운항을 위해서는 위치확인 방법
이 필수적이다. 위치확인방법은 지상 2만km 상공에서 
시속14,000km/hr의 속도로 지구주위를 회전하는 24개
의 GPS 위성의 시간 신호를 삼각법으로 분석하여 위치를 1m 이내의 정확도로 분석
해야 한다. 위성 신호를 분석하는데 상대성 이론이 필수적이다. GPS 위성의 시계는 
지구주위를 고속으로 돌기 때문에 지상의 시계보다 하루 약 ×초느리게 간다. 
또한 GPS 위성의 고도가 높아 지상보다 시공간의 휘는 정도가 약하여 위성의 시계는 
지상보다 하루 약 ×초 빠르다. 그래서 GPS 위성의 시계는 상대성의 효과로 

하루 약 ×초 빠르게 가기 때문에 이를 보정하지 않으면 하루에 11km 이상
의 오차가 생겨 광화문거리가 내일은 일상 호수 공원을 가리킨다.

맺는 말
  Albert Einstein은 1905년 특수 상대성 이론을 그리고 일반 상대성 이론을 1905년 
발표하여 물리학계를 뒤흔들었다. 아니 물리학계를 뒤흔든 것이 아니라 인류 사회를 
잠 깨웠다고 하는 편이 더 맞는 표현이다. 서로 움직이는 모든 관측 계에서 빛의 속
도는 일정하다는 가정 하나로 시작한 특수 상대성 이론의 결과, 상대적 움직임 때문
에 시간의 흐름이 영향을 받아 움직이는 계의 시간은 느리게 흐르고 정지한 계의 시
간은 빠르게 움직임이 밝혀져 우리는 공간과 시간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세상이 아
니라 공간과 시간이 얽힌 3+1 차원의 세상을 살고 있음이 밝혀졌다. 
  가속계에서 적용되는 일반 상대성 이론은 등가 원리에 의하여, 질량과 질량 사이에 
생기는 중력의 정체는 사실은 질량의 존재가 공간을 휘게 만들어서 다른 물체가 휘어
진 공간을 따라 움직이는 것임을 밝혔다. 즉 중력이 아니라 공간의 휨이 중력의 실체
라는 것이다. 따라서 질량이 없는 빛도 공간의 휨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중력장내
에서 휘어져야 함을 밝혔다.
  우주는 Big Bang(대폭발)로 인하여 한 점에 속했던 공간이 물질과 에너지를 실은 
채 파동처럼 펼쳐진다. Hubble 망원경이 공간의 휘어짐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LIGO로 중력파를 검출하여 상대성 이론이 이론의 여지없는 사실임을 입증하였다. 

참고사항
  1) Niels Bohr은 양성자 하나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전자 하나로 구성된 수소 원
자의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를 구하기 위하여 전자의 각운동량은 L=mvr=n 형
태로 양자화 된다는 Bohr 가설을 제안하였다. 이 가설을 바탕으로 전자의 궤도와 에
너지가 양자화 됨을 보였다. 각 에너지 상태의 전자가 낮은 에너지 상태로 움직이면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빛을 내기 때문에 특정한 에너지의 빛만이 나타난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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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그 때까지 설명하지 못했던 수소에서 나온 빛의 파장을 완벽하게 설명하였다.
  2) Michelson 간섭계는 입사하는 빛을 반투과 거울을 사용하여 90도로 갈라진 L자 
형태의 두 개의 도파관을 사용하여 도파관 끝에 부착된 거울에 반사되어 되돌아 온 
빛 사이의 간섭현상을 조사할 수 있는 장치이다. L형태의 아랫부분을 지구공전 방향
으로 놓으면 아랫부분의 빛의 속도는 c±v 이와 직각인 부분의 빛의 속도는 c일 것
이다. 결과적으로 되돌아 온 빛은 간섭현상을 보일 것이다. 이 L자형 도파관을 시계 
방향으로 90도 돌려놓으면 원래와 다른 간섭무늬를 보여야 할 터인데 간섭무늬는 변
화가 없어서 빛의 속도가 공전 방향이든 직각 방향이든 같은 c라는 결론을 얻었다.
  3) 특수상대성 이론은 등속으로 움직이는 계의 현상을 다룬 것인데 이를 가속계까
지 일반화시키기 위한 연구를 아인슈타인이 하고 있었다. 1907년경 특허청 사무실 의
자에 앉아 생각하던 중 우연히 중력장에서 무게를 느끼는 사람이 자유낙하를 하면 아
무런 무게를 느낄 수 없어 자유공간에 있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스쳐 아 하고 깜짝 
놀랄 새로운 생각이라고 느꼈다고 전한다. 그러면 중력이 작용하는 지구상에 있는 사
람과 우주공간에 있는 사람이 지구중력 가속도로 가속되는 통 안에 있는 것과 같다는 
등가 원리를 그 때 고안한 것이다.
  4) 빛의 질량은 0이며 운동량은   이다. 
그리고 빛의 에너지는         로 주어진다.
  5) Arthur Eddington 경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의 검증을 위하여 지구
에서 쉽게 관측할 수 있는 Hyades 성단의 평상시 위치를 먼저 측정한 후 일식이 있
던 1919년 5월 29일 성단의 위치를 측정하여 비교한 결과 아인슈타인이 예상 위치변
화 1.75arcsec와 일치함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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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주제. 생애설계 필요성과 절차
(100세 시대, 은퇴·노후설계 아닌 생애설계 필요)

최성재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

  흔히들 인생과정을 항해에 비유한다. 항해의 경우 선장이 목적지를 정하고 목적지
에 도착하기 위한 항로를 선택하여 항해를 시작한다. 인생 항해도 선장인 자신이 목
적지를 확실히 정하고 항로를 잘 선택하기 위해 체계적인 항해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
람직하고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다. 바로 이 인생 항해 계획이 생애설계라 할 수 있는
데 실제로는 생애설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진지하고 체계적이고 확실하게 생애설계
를 마련하여 실천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다. 생애설계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면 
생애설계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어느 시기에도 다 필요하지만 학업과 직업 진로를 탐
색하는 청소년기부터 생애설계가 필요하고 그 이후 생애과정에서 계속 필요한 것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애설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실천하
려 노력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왜냐면 생애설계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거나 아니면 들어 본 적도 없거나, 계획을 세워도 인생은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
라는 것을 보고 듣고 일부 경험한 결과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주위 대부분의 사람들
도 계획 없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아왔기 때문에 생애설계는 개인적 삶에
서 중요한 의미를 갖지 못했을 수도 있다.
  2018년 현재 선진국의 평균수명은 82년을 넘어 섰고, 우리나라의 평균수명도 83세
에 이르렀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100세 인생이라는 말을 자주 들을 정도로 평균
수명이 급속히 연장되고 있다.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중년기 이후 기간이 40~50년 
이상으로 연장되고, 노년기 또한 20~30년 이상으로 크게 연장되고 있다. 중년기 이후
의 삶의 기간이 크게 연장되고, 50대를 전후한 이른 나이에 가장 오래 근무한 직장에
서의 퇴직이 일반화되면서 노후생활 또는 퇴직 이후 생활에 대한 관심이 크게 확산되
고 있다. 이에 따라 연장된 중년기 이후 삶에 대한 개인적 관심과 책임과 중요성이 
더욱 커졌을 뿐만 아니라 중년기 이후 삶에 대한 사회적 의미와 책임의 중요성도 커
지고 있다.
  이리하여 ‘고령화’가 사회적 화두로 등장하기 시작한 2000년대 이후 우리사회의 사
회단체, 공공기관 및 금융계 등에서 ‘노후설계’ 또는 ‘은퇴설계’ 등의 이름으로 상담,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시행되어 오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철학적 기반과 체계성
과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그 효과는 거의 미지수로 남아 있다. 또한 지금
까지의 노후설계나 은퇴설계는 노후생활에 치중해 있고, 그 설계 내용도 재무, 건강, 
사회적 관계 정도에 그치고 있어 한계가 크게 드러나고 있다. 노후나 은퇴 이후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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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계획과 준비가 아니라 노후까지를 포함한 생애 전체에 대한 계획인 ‘생애설
계’는 어떤 면에서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바람직한 것이 분명하지만 아직도 우리시회
에서 생소한 상태이다.
  선진국의 전철을 밟지 않으면서 고령화 사회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지속 가능한 고령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민 개인
의 의식변화도 중요하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노후만의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이 아니
라 인생 전체의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이다. 그리고 노후의 삶도 그 이전 생애 각 주
기마다의 계획과 준비와 실천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면이 크기 때문에 노후설계나 
은퇴설계가 아닌 생애설계가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새로운 과제
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제의 일환으로서 국민 개인으로 하여금 청년소년기부터 노
년기에 이르는 생애과정에 대한 설계를 잘 마련하여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사회
에서 체계적 생애설계 교육과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 개개인은 스스로 생애설계
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획을 잘 세워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의미에
서 먼저 생애설계의 의미와 필요성을 정리해 본 후 생애설계의 절차를 간략히 소개하
고자 한다.

1. 생애설계의 의미

 1) 생애설계의 의미
  시작하는 말에서 생애설계를 간략히 상식적으로 정의했지만 그러한 정의로는 생애
설계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게다가 생애설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이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거나 더 나아가서 생애설계와 관련한 정책을 제안하려 한다면 
생애설계를 보다 분명하게 정의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생애설계라는 말은 철학적
으로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그 의미의 중요성이 인정되어 왔지만 그 의미의 중요성
을 깨닫고 이를 실천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였는데 이는 개인적 인생철학의 
영역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애설계에 대한 정의도 다양하다. 생
애설계를 한 마디로 정의하기 어렵지만 여러 철학자들과 사상가 및 전문가들이 말하
는 생애설계의 핵심적 내용을 참고하여 나름대로 정의해 보기로 하겠다. 
  “생애설계(life planning)는 인생의 사명을 확립하고 목표를 설정한 후 생애과정에
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실천 행동계획을 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생애설계는 단순한 경력설계(career plan)나 은퇴설계
(retirement plan)와 같은 좁은 의미의 계획이 아니라 생애과정 전체에 대한 포괄적
인 계획이라 할 수 있다. 계획(plan)은 계획과정(planning; ‘기획’이라고도 함)을 통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과 계획과정이 구분되듯이, 생애설계(life 
plan)도 생애설계 과정(life planning)을 거쳐 만들어진 결과라는 의미에서 구분되어
야 하고, 생애설계는 반드시 생애설계과정을 거쳐서 마련되어야 한다. 즉 생애설계의 
의미는 계획과정(기획)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로 life plan보다는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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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ning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생애설계는 단순히 총량적으로 몇 시간이나 며칠간의 시간을 내어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몇 개월 또는 그 이상의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심사숙고하여 생
애설계 계획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다만 생애설계의 의미
와 중요성 및 이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은 일정한 총량적 시간에 제공될 수는 있을 것
이다. 그리고 일단 수립된 생애설계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 계속적으로 다듬어 갈 수
도 있고, 큰 틀을 한 두 번은 변경할 수도 있겠지만 자주 변경하는 것은 계획을 무의
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실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시행착오의 반복으로 상당한 시간
적 또는 금전적 손실도 초래할 수 있다.
  생애설계는 먼저 인생의 사명을 확립하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스티븐 코비(Covey, 
2003: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저자)는 사명 확립(사명을 글로 써서 표현한 
것을 사명서라 함)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명서는 하루 밤에 
걸쳐 간단히 작성되는 것은 아니라 깊은 성찰과 주의 깊은 분석과 심오한 생각을 거
쳐 작성되고  많은 경우 완성될 때까지 여러 번 고쳐 쓰기도 한다. 이 사명이 진정으
로 만족스럽고 우리 내면의 중요한 가치와 방향을 완전히 집약해서 표현했다고 느끼
게 되기까지 몇 주 혹은 몇 달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리고 나서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통찰력이 생기거나 상황이 바뀜에 따라 그 사명
서를 약간 수정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 한다. 이와 같이 인생 사명서를 작성하는 
데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생애설계를 총량적 시간으로 계산하
여 단기간에 마련하는 것은 생애설계를 너무 단순화시키고 피상적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2) 생애설계와 다른 관련설계와 관계
  생애설계와 관련된 비슷한 다른 용어들이 있는데 생애설계와 차별화하는 하는 의미
에서 그 의미와 과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생애설계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계획할 수 할 수 있는 시기인 청소년기부터 노년기
까지 각 단계마다의 포괄적으로 주요 분야별(일, 학습, 가족관계, 친구관계, 자기개발, 
재무 등)로 계획하는 것을 말한다. 생애설계는 가장 포괄적인 설계인 만큼 해당 생애
기간도 청소년기부터 노년후기까지 모두 포함하고, 진로설계, 경력설계, 노후설계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진로설계는 생애설계보다는 훨씬 계획 대상의 범위가 좁고 청소년기와 청년기의 학
습계획(대학 이상의 학력 향상계획)이나 구체적 직업선택에 관련되는 사항을 계획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설계도 생애설계라는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많지만 다루는 대상은 학습과 직업선택 관련 사항이 위주라 할 수 있다. 경력
설계는 진로설계를 포함할 수 있으며 계획대상의 범위가 진로설계보다 상당히 넓은 
편이며 계획대상에는 일(직업), 학습, 사회단체 참여 활동, 자원봉사활동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노후설계(은퇴설계)는 노후생활의 몇 가지 주요 측면(재무, 건강,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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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및 사회적 관계)을 다루고 있지만 주로 재무와 건강에 집중하고 있으며, 일반적으
로 중년기와 노년기 사이에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생애설계의 필요성

 1) 생애설계의 이론적 필요성
  (1) 시간관리 이론: 생애전체 시간의 효과적이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
  시간 관리는 시간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다. 정확
한 기간은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자기 일생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다. 즉 인생 전
체에 주어진 시간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면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 시간관리 이론이라고도 할 수 있다.
  시간 관리는 단순히 하루, 한 주간, 한 달 또는 일 년 정도의 제한된 시간을 잘 살
아가기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의 보다 더 큰 의미는 인생 전체 또는 생활의 각 
분야별(재무, 건강, 직업과 경력, 가족과 이웃 및 사회적 관계 등) 사명을 확립하고 이
를 근거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인생의 시간을 
관리해 가는 것이다. 시간 관리는 목표 설정을 중요시 하고 있다는 면에서 인생의 사
명과 그 사명 완수를 위한 목표 설정을 중시하고 있는 생애설계의 핵심적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시간 관리는 생애설계를 구체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중요한 도구
이기도 하다.
  (2) 평생 건강관리론: 건강은 평생 건강관리를 통해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세계보건기구(WHO, 2002)가 노년기까지의 건강상태를 연구한 결과 평생 건강관리
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연령적으로 10대 이전에는 전염병, 부모의 적합하지 못
한 건강상태, 영양 결핍 등이 영아 사망과 질병의 주요 원인이 되고, 10대에서 30대
에는 상해나 비전염의 건강위험 상태가 보다 더 큰 사망과 질병의 원인인 된다. 그리
고 40대 중반 이후부터는 비전염의 건강위험 상태가 주요 사망과 질병의 원인이 된
다. 많은 연구에서 당뇨나 심장병 같은 만성 질병의 근본적 시작은 아동기나 그 이전
인 유아기 내지는 영아기부터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건강위험 요인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개인이나 가족의 사회경제적 상태나 
경험에 의해 강화되거나 약화되기도 한다. 만성의 건강위험 조건이 나타날 가능성은 
나이 들어감에 따라 계속 증가한다. 노년기에 만성의 건강위험 조건을 만드는 데 크
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흡연, 운동부족, 부적절한 식습관과 다른 습관적 요인들로 밝
혀지고 있다. 따라서 어린 시절부터 생애 전 과정을 통해 만성의 건강위험 요인이나 
질병을 잘 관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생애주기 발달과업론: 생애 주기의 발달과업 해결·미해결은 평생 계속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필요하다
  발달과업은 생애 각 주기 마다 해결하고 넘어가는 것이 바림직한 과업을 말한다. 
하비그허스트(Havighurst, 1972)를 위시한 많은 발달심리학자들은 인간은 요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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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덤까지 계속 발달하고, 계속 발달하기 위해서는 생애주기마다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발달과업이 있다고 주장한다. 생애주기마다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과업은 신체적, 
심리적, 인지적 및 사회적 존재로서 과업, 그리고 건강, 경제, 직업, 가족과 이웃, 자
기개발(자기발전), 여가 등 생활 각 영역에서 개인으로 해결하고 넘어가야할 과업이 
있다.
  이와 같은 발달과업은 인간이 속해 있는 사회와 문화 속에서 인정되고 해결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발달과업을 성공적으로 잘 해결하면 스스로 만족감과 자부심
을 느끼고 또한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다. 생애 각 주기마다의 발달 과업을 성공
적으로 잘 해결하면 다음 생애주기로 유연하게 넘어 가고 그 새로운 주기의 과업을 
해결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반면에 각 생애주기의 발달과업을 잘 해결하지 못하
면 행복하지도 못하고 사회로부터도 인정받지도 못하며 다음 생애주기의 발달과업 해
결에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생애주기 발달과업의 해결·미해결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계속 발달하는 과정에서 다
음 단계뿐만 아니라 이후 단계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가능하면 생애주기의 
이른 시기부터 발달과업을 잘 해결하도록 도움을 받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애주기 발달과업 해결을 위한 계획과 실천이 늦어질수록 100세까지 건
강한 장수를 이루어 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생애 각 주기마의 행복이 이어져 노년
기까지 계속 행복해지기는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다.
  (4) 생애과정이론: 어린 시절 결정과 기회와 조건이 노년기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

에 필요하다
  생애과정이론(Elder, 1998 외 많은 학자들이 주장함)에서는 과거가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생애과정 이론에서는 특히 사회경제적 상태, 정
신 건강, 신체적 기능, 결혼생활 등에서는 어린 시절의 결정과 기회와 조건이 노후까
지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또한 어린 시절부터의 결정, 기회 및 조건은 생애
과정을 통해서 계속 축적되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5) 제3기 인생론: 고령화 사회에서 중년기 이후 생애주기(제3기 인생)의 의미를 새

롭게 부여하기 위해 필요하다.
  고령화 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1970년대부터 유럽에서는 퇴직 이후 건강하게 지내
는 시기가 연장됨에 유의하여 이 기간을 제3기 인생(the third age)라 부르고 보람 
있는 노후생활과 제3기 인생에 대한 준비의 필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움직임이 있어
왔다. 다른 한편 미국에서는 2000년대부터 40대 이후 건강하게 지내는 시기를 제3기 
인생으로 인정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왔다.
  유럽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제3기 인생론은 영국의 사회철학자 피터 라스렛(Laslett, 
1989)이 잘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라스렛은 생애주기를 4 단계로 나누어 제1기 인
생(the first age: 출생-공식교육 종료 시기), 제2기 인생(the second age: 취업-퇴
직), 제3기 인생(the third age: 퇴직-건강하게 지내는 시기), 제4기 인생(the fou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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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건강 약화로 타인에 의존하여 지내는 시기)이다. 각각의 인생주기에 따른 가장 
중요한 발달과업으로 제1기 인생에서는 교육과 사회화, 제2기 인생에서는 경제적 독
립과 가족 및 사회에 대한 책임, 제3기 인생에서는 개인적 성취(personal 
achievement), 제4기 인생에서는 의존이라 하였다. 그런데 제4기 인생은 누구도 원
치 않을 뿐 아니라 개인적 노력으로 그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따라 퇴직 이후 
사망까지 건강하게만 지내면 제4기 인생은 사실상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퇴직 이후 
건강하게 지내는 시기만으로 인생을 끝낼 수 있기 바라는 의미에서 유럽 선진국에서
는 노년기 전체를 ‘제3기 인생’이라 부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제3기 인생에서의 가장 중요한 발달과업은 개인적 성취인데 이는 자아성취와 거의 
같은 의미로 ‘자기 적성이나 재능에 맞고 자기가 원하고 바라던 활동을 하는 삶을 사
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은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제3기 인생의 시기(물리적 시간)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올 수 있으나 개인적 
성취(자기성취)라는 의미 있는 시기는 자연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노력하
는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다.
  미국의 사회철학자 윌리엄 새들러(Sadler, 2000)가 40대 이후 미국인 200명을 조
사 연구한 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하면서 40세부터 건장하게 지내는 시기를 제3기 인
생으로 부르고 제3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발달과업은 ‘제2의 성장(the second 
growth)’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2의 성장은 개인 각자에게 주어진 잠재적 창의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일이나 활동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하던 일이나 활동을 새
롭게 창의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제3기 인생은 중년기 이후 퇴직과 
관련하여 아니면 퇴직과 관련 없이도 개인에 따라 시작될 수 있다. 
  새들러는 인생과정을 비행기 여행에 비유하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40대 말에서 
50대 중반 사이에 자기의 인생 비행기가 ‘한번’ 정점(꼭대기)에 올라갔다가(일반적으
로 직위가 최고에 이름) 그 이후는 안전띠를 매고 퇴직이라는 안전한 비행장에 도착
하여 승강장까지 굴러가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삶을 살아가는 시나리오를 당연하게 생
각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 부모들, 이웃들, 선배들 모두 그러한 삶의 시나리오
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50대 이후 비행장에 내리지 않고 다시 비행하거나 비행장에 
내렸어도 다시 안전띠를 매고 한 번 이상 비행하여 또 다른 정점에 도달하는 것을 시
도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새들러가 조사한 사람들 중에 40대 이후 다시 비행하여 인생의 정점에 한 
번 이상 도달한 사람들은 잠재적 창의력을 발휘하여 제2의 성장을 시도하였고 자신이 
선택하여 또 하나의 정점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었다. 중년기 이후의 제2
성장으로 인생의 정점을 하나 이상 만들려는 시도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개인적 선
택과 노력이 가장 중요하고 이는 미리 계획하고 준비함으로써 가능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라스렛과 새들러가 주장한 제3기 인생의 시작 시기는 다르게 보이지만 공식적(법
정) 퇴직 시기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직업에 따라서도 다를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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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퇴직과 연령을 반드시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 그리고 새들러가 주장하는 
제3기 인생은 연령 상한선을 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년기를 전통적 노년기 연령이
나 퇴직시기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년기부터 건강하게 지내는 시기까지로 보면 
제3기 인생은 연령상 40부터 70대까지 아니 80대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시기이고 최
근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신중년’ 또는 ‘장년’의 개념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6) 성공적 노화이론: 고령화 사회에서의 성공적 노화를 위해 필요하다.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에 관해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특히 1980년대 
미국의 맥아더재단 후원으로 16명의 학자들이 참여하여 1,000여명의 노인들을 8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한 로우와 칸(Rowe & Kahn, 1998)의 성공적 노화 
이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 연령이 증가하면 기능 약화와 상실이 나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생각하는 통상적 노화(usual aging)의 틀에서 벗어나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의해 통상적 노화과정을 지연시키거나 기능 약화와 상실을 막
을 수 있는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공적 노화 연구의 배경이 된 질문은 “왜 어떤 노인은 80세에 크로스 컨추리 스키
를 타는데 왜 어떤 노인은 요양원의 휠체어에 앉아 있는가?”였다. 노화는 일반적으로 
기능 약화와 상실이라는 일방적 퇴화로 진행되는 되돌릴 수 없는 과정(불가역적 과정: 
irreversible process)으로만 생각했는데 조사결과에 의하면 되돌리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과정(가역적 과정: reversible process)도 상당히 있다는 것이고 특히 생각이나 
태도가 더욱 그러하다는 것이다. 특히 만성적 질병과 장애를 일으키는 요인은 유전적
인 것보다는 생활상의 습관적 요인이 70%정도나 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어
린 시절부터 영양, 식사, 운동 등의 올바른 습관을 잘 들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로우와 칸이 말하는 성공적 노화의 개념은 연장되는 노년기 삶에 새로운 의미와 가
치를 부여할 수 있다. 그리고 성공적 노화의 의미는 충분한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것
이 아니라 인생의 노년기에 목표하던 것을 스스로 노력하여 이루어내는 것을 의미하
고 그 핵심적 요인 3가지는 (1) 질병과 장애 피해가기, (2) 적절한 신체적 및 정신적 
기능 유지하기, (3) 계속적인 사회적 관계 참여라는 것이다. 이러한 3가지 핵심 요소
는 노년기에 가서도 이루어낼 수 있지만 훨씬 그 이전 즉 청년기 이후의 생애과정을 
통해 이루어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2) 생애설계의 실용적 필요성

  생애설계는 실제로 개인과 가족과 사회에 많은 이점을 주기 때문에 필요하다. 중요
한 이점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개인과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 생애설계는 생애 전반에 걸쳐 경
제적, 심리적 및 가족관계 면에서 자신과 가족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계획하는 내
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성공적 삶은 물론 개인과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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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할 수 있다.
  (2) 중년기 이후의 사회적 적응과 사회 주류로서의 가치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 생
애설계는 중년기 이후 자신의 능력과 사회적 가치를 증진할 수 있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중년기 이후 사회적 적응과 사회 주류로서의 능력과 가치를 최대한 유지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3) 미래의 생애과정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 미래사회는 예측 불허
한 요인들이 과거보다 훨씬 많이 그리고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생애주기에 따
른 최적의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불확실한 요인의 영향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4) 고령화 사회의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 생애 각 과정마다의 계획
과 실천은 생애주기별 사회복지 욕구와 수요를 감소시켜 줄 수 있고 ,따라서 사회적 
부담을 줄여주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5) 고령화 사회의 노화 및 노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 노화와 
노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연령주의: ageism이라 함)이 사회에 만연하여 40대말부터 
취업이나 재취업이 어렵고, 사회에 기여할 기회도 갖지 못하여 고령자나 노인은 사회
에서 설 자리를 잃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노화와 노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은 
과학적 증거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만연해 있으며 노인과 노화에 부정적 
이미지를 계속 확대 재생산하는 데도 기여한다. 생애설계를 통한 성공적 노화는 노화 
및 노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해소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6) 은퇴·노후 설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다: 기존의 은퇴설계나 노후설계
는 노후만을 위한 설계와 준비이므로 은퇴 전의 생애 각 주기마다의 계획이나 준비는 
등한히 하고 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노후만의 행복이 아니라 인생 전체의 행복이
기 때문에 생애전체 각 주기의 계획을 모두 포함하는 생애설계가 필요한 것이다.

 3) 생애주기와 생애설계 시작 시기
  생애설계는 노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후까지 전 생애주기에 대한 계획이고, 자
신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스스로 설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르면 생
애주기에서 주체의식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청소년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청소년기까지 아직도 주체의식(자아 정체성)이 형성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부모는 자녀의 생애설계를 도와주는 입장(주도하는 것이 아니라)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 생애설계는 출생 시부터 아니 그 이전 태아기부터 시
작된다고 할 수 있다. 어쨌든 생애설계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생애과정에서 이루
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생애주기를 몇 개(단계)로 구분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생애주기의 구분은 평균수명의 연장과 이와 맞물려 있는 고령화 사회
를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생애주기에서 청소년기 이전 단계는 거의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지만 청소년기 이후의 단계는 조정이 필요하다. 
생애설계를 이해하고 생애를 계획하여 실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가장 이른 



- 97 -

생애주기는 청소년기라 할 수 있다. 생애주기를 주장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청소년
기부터의 생애주기를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그리고 노년기의 4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고령화 사회에서는 노년기가 30-40년까지도 연장될 수 있기 때문에 노
년기를 한 단계로 취급하기에는 부적합한 점이 많다. 따라서 중년기 이후를 중년
(40-65세) -> 노년전기(65-79세) -> 노년후기(80세 이상)로 구분하든가 아니면 중년
기(40-60세) -> 장년기(60-80세) -> 노년기(80세 이상)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생애설계의 편의상 청소년기부터의 생애주기는 청소년기-청년기-중년기-장년기-노
년기의 5단계로 나누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생애주기의 연령 구분은 편의적 
구분을 위한 것일 뿐 연령에 엄격히 매일 필요는 없고 경우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
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생애주기는 가족생활주기나 경제생활주기와도 관련이 있고 
개인에 따른 차이도 있기 때문에 연령에 엄격히 얽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림 1> 생애주기와 연계한 생애설계 시작 시기와 생애설계 주체

  영아기(0-2세), 유아기(2-4세), 학령전기(4-6세), 학령기(6-12세)까지는 자신이 주체
의식을 가지고 자기인생을 계획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모가 대신 주도적으로 아이의 
생애를 설계할 수 있다. 아무리 어리고 철이 들지 않고 주체성이 확립되지 못하였다
고 해도 자녀의 인생을 부모의 뜻대로 되기를 강요하거나 부모가 자기 욕망을 대신 
실현하고자 일방적으로 자녀의 생애를 설계하려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부모는 적어
도 학령기까지 “아동의 생각과 의견을 잘 반영하여” 자녀를 대신하여 인생설계를 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기에는 부모는 도와 줄 뿐이고 주도하여서는 안 되고 청
소년이 스스로 생애를 설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년기부터는 자신이 완전한 독립적 주체적으로 생애설계를 하는 것이 당연하고, 
생애설계는 청년기 이후 어느 단계부터 시작해도 결코 늦었다고는 할 수 없으나 가능
하면 청소년기부터 아니면 청년기부터 자신이 주체가 되어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생애설계의 시작과 주체를 생애주기별로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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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애설계의 절차

  생애전체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므로 간단이 몇 시간의 노력으로 가능 한 것이 
아니고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생애설계 과정에 대해서는 학
술적 논의보다는 실천적 논의가 훨씬 많고 실천적 논의가 실제로 훨씬 유용하다. 생
애설계 과정 모델은 외국에서 다양하게 제시고 있고 이에 따른 교육과 실천 프로그램
들도 상당히 많지만 특별히 많이 이용되는 모델은 없다고 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도 생애설계와 비슷한 이름의 교육과정과 생애설계 과정이 제시되고 있으나 특별히 
따를 만한 모델은 찾기 어렵다. 기존의 생애설계 관련 여러 가지 모델을 참고하여 다
음과 같이 생애설계 과정을 제시할 수 있다. 즉 (예비단계) 자기적성과 성격의 (재) 발
견 -> (1) 인생의 사명 확인·작성 -> (2) 생애 목표 설정 -> (3) 생애 목표달성 실천
행동의 시간관리 계획 수립 -> (4) 생애 설계 실천 및 진행사항 점검·평가의 단계이
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생애설계의 절차

 1) 생애설계 예비단계: 자기 적성과 성격의 (재)발견
  본격적 생애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알고 있으면 훨씬 더 효과적인 생애설계를 
할 수 있는 예비적 단계가 있다. 이는 자기 적성의 (재)발견 및 자기 성격의 (재)발견
이다. 본격적인 생애설계에 앞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다시 한 번 객관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직업이나 학습의 진로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인생 
전체의 계획을 자신의 속성에 맞게 제대로 계획하기 위해서 자신의 적성과 성격을 새
로 발견하거나 재발견할 필요가 있다.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것과 다른 사람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자기 성격에도 맞는 것을 학습이나 직업 영역으로 선택하게 
되면 하는 공부나 직업 활동이 훨씬 더 즐겁고 재미있고 성공할 가능성도 훨씬 높을 
것이다. 사실 어린 시절이나 젊은 시절부터 자기가 잘 할 수 있고 좋아하고 자기 성
격에도 맞는 공부나 일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을 지도 모른다.
  자신의 적성을 보다 상세히 알기위해 다중지능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실 재
능과 지능은 특별히 구별되지 않고 지능이 곧 재능이고 적성이라 해도 무방하다.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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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에서는 이미 널리 알려진 가드너(Gardner, 1983)의 다중지능 이론이 개인의 적
성을 파악하는데 많이 활용되고 있다.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에서는 사람들의 지능
(재능)은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지능검사의 한 가지 점수의 지능이 아니라 8개 분
야(언어, 논리수학, 음악, 공간, 신체운동, 인간친화, 자기성찰, 자연친화)의 지능을 가
지고 있으며 각자는 이 8가지 분야의 지능에서 다른 일반인들의 평균보다 높은 분야
가 2가지 이상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다중지능 특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
은 지능(재능)을 확실히 발견하여 그러한 분야에 집중하여 공부, 직업 활동, 봉사 활
동을 하게 되면 더 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더 많은 만족감을 얻을 수 있고 그 분
야에서 성공할 확률도 훨씬 높게 된다. 다중 지능검사는 전문가로부터 제대로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미 알려진 자기검사 방법(가드너의 56개 다중지능검사 문항 이
용)으로도 상당한 정도 확인이 가능하다.
  성격은 생애과정을 통해서 변화하는 면도 있지만 큰 틀에서는 변화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발견하거나 재발견하여 자신의 성격
에 맞는 공부, 직업 활동, 봉사 활동, 취미 활동을 하게 되면 더 즐겁고 재미있게 할 
수 있고 그 분야에서 성공할 확률도 높을 수 있다. 자신의 성격을 보다 객관적으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찾아 성격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 간편 검사 질문
지에 의한 자기검사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성격을 보다 깊이 있게 체계적으로 알아보
기 위해서는 전문가에 의한 성격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 성격 검사는 2000년대에 
우리사회에 많이 알려진 성격검사 도구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를 이용
해서 스스로 성격검사를 해 볼 수도 있다(김정택·심혜숙, 1990) 그러나 그것을 해석하
고 자기 성격에 맞는 학습 활동과 직업 활동을 선택하는 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생애설계의 단계

  (1) 인생의 사명 확인‧작성(제1단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나름대로 생활철학을 갖고 있고 또한 생활철학을 갖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당연하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활철학의 핵심이 인생의 사명이라 할 
수 있다. 생애설계는 자신의 사명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의 설계라 할 수 있다. 사명
(mission)은 자기 존재 가치와 행동방향을 의미한다. 일생을 사는 동안 언젠가는 나
의 존재 의미와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만하게 된다. 
이런 고민은 청소년기에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청소년들은 청소년기 발달과업 
즉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려 노력하고,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게 됨으로 자신의 인생철
학이 생기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존재 의미와 목적의식을 주는 인
생의 사명을 확실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생애설계는 인생의 사명을 확립하는 것으로 출발하는 것이 되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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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명은 다른 말로는 생활신조이며, 개인생활의 헌법과도 같은 것이다. 사명을 서술
한 사명서는 또한 서양인들이 묘비명에 쓰는 말과 비슷하다. 묘비명은 사망한 사람의 
평소 삶의 태도나 행동에서 보여준 것을 간단히 요약한 말인데 사람들이 기억해 주기
를 바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기억되기 바라는 
의미에서 사는 것은 반드시 아니지만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다른 사람도 알 수 있도록 분명히 하는 것이 곧 내가 만들어 가야 하는 내 인생의 사
명이라 할 수 있다.
  사명은 총괄적으로 한 마디로 서술할 수도 있지만, 생활의 분야가 여럿이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서술하는 것이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일 수 있다. 총괄적 사명을 먼저 설
정한 후 생활의 각 분야별로 나누어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명서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나는 성실하게 일하고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 된다.”(총괄적 사명), 
“나는 사람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가정배달 영양식 제조업의 최고 권위자가 
된다(직업분야 사명)”, “나는 이웃과 친구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된다”(가족과 이웃
관계 분야 사명), “나는 나와 가족의 경제생활에 여유 있는 삶을 유지하는 사람이 된
다(재무 분야 사명)”, “나는 친구와 사회활동 동료들과 우정과 신뢰를 유지한다(사회
적 관계 분야 사명)”, “나는 적절한 운동과 정기적 건강검진으로 최고의 건강상태를 
유지한다.”(건강 분야 사명). “나는 실천하는 신앙인으로 항상 기도하고 이웃에게 봉
사한다(영적생활 분야 사명).”
  생애설계 주요 분야는 다음과 같이 8가지로 나누는 것이 적합하다(최성재 외, 
2012; Newhouse & Coggin, 2004; APA Committee on Aging, 2012): (1) 재무, 
(2) 건강, (3) 직업 및 경력, (4) 가족 및 사회적 관계, (5) 학습 및 자기개발, (6) 사회
참여 및 봉사활동, (7) 주거관리, (8) 여가 · 취미 및 영적 활동.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저자로 유명한 스티븐 코비(Covey)는 사명서 
작성에는 심오한 생각과 성찰이 필요하며 시간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말한 것에 유의
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말 한 것을 다시 한 번 되풀이해서 말하면 “사명서는 하룻밤
에 걸쳐 간단히 작성되는 것은 아니다. 사명서는 깊은 성찰과 주의 깊은 분석을 통하
여 나오는 심오한 생각의 표현이며 대부분의 작성자들은 완성될 때까지 여러 차례 고
쳐 쓴다. 사명서와 내용에 진정으로 만족하고 이것이 우리 내면의 중요한 가치와 방
향을 완전히 집약해서 표현했다고 느끼게 되기까지 아마 몇 주 혹은 몇 달의 작성기
간이 걸릴지도 모른다. 그런 연후에도 우리는 정기적으로 이것을 다시 살펴보고 추가
된 생각이나 변화된 상황에 따라 약간의 수정을 해야 할 것이다.”
  (2) 생애 목표 설정(제2단계) 
  목표 설정은 생애설계의 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공한 사람은 다 목표를 설
정했고, 목표를 설정한 사람은 다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목표는 중요하다. 
사명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나타낸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
의 원칙과 방향이라 할 수 있다. 목표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바라는 구체적인 
어떤 기술, 습관, 행동, 지위나 상태를 말한다. 목표는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모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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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되기 위해 최종적으로 이루어 내야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의미에서 목표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좀 더 구체화된 수단이나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핵심적으로 필요한 수단이나 방법을 서술한 것이 목표라는 
것이다.
  목표는 달성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으로 보아 최종 목표, 중간 목표, 소 목표로 나
누어 생각할 수 있고 달성에 걸리는 시간으로 보아 장기적 목표, 중기적 목표, 단기
적 목표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분류의 목표는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
다. 반드시는 아니지만 최종 목표와 대 목표는 장기적 목표로, 중간 목표는 중기 목
표로 소 목표는 단기 목표로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최종 목표, 대 목표, 중간 목표, 
소 목표는 목적과 수단의 관계로서 생각할 수도 있고, 점진적으로 최종 목표에 접근
하는 과정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대 목표 달성의 수단으로 중간 목표를 여러 가지로 
설정하고, 그 각각의 중간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소 목표를 여러 가지로 설정할 
수도 있다. 또한 대목 표는 양이나 질에 있어서 크기 때문에 그 달성에 긴 시간이 걸
릴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 양이나 정도를 증가시키는 식으로 대 목표->중간 
목표->대 목표->최종 목표로 접근할 수도 있다.
  목표의 서술은 구체적이어야 하고(Specific), 측정 가능해야 하고(Measurable), 달
성 가능해야 하고(Achievable), 사명이나 소망사항에 적합해야 하고(Reasonable), 기
간이 정해져야 한다(Time-bound). 이 같은 5가지 목표서술 구비조건은 일반적으로 
영어단어의 첫 자를 따서 SMART로 부르고 있다. 앞에서 예로 든 사명(“나는 사람들
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가정배달 영양식 제조업의 최고 권위자가 된다”[직업분
야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최종목표는 “나는 55세까지 시니어 가정배달 영양식 제조
업운영의 성공모델이 된다.”이고, 중간 목표는 “나는 방송통신대학 영양학과에 입학하
여 영양학사 학위를 2020년까지 취득한다.”가 될 수 있다. 이 중간목표는 SMART의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 즉 구체적이고(방송 통신대학 영양학과에 입학), 측정가능하고
(졸업), 달성가능(통신과정을 통한 교육은 충분히 달성 가능함), 사명에 연계되고(영양
학사 학위), 시간이 정해져 있다(2020년까지).
  (3) 생애 목표달성 실천행동의 시간관리 계획 수립(제3단계)
  목표가 설정되면 그 목표를 실천할 수 있는 시간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야한
다. 시간계획에 따라 실천하지 못하면 그런 목표는 하나의 글이나 말에 불과하지 결
코 진정한 의미의 생애설계가 되지 못한다.
  시간 관리(time management)는 목표 달성을 위해 개인이 사용하는 시간의 가치
를 최대한 높이는 원칙과 기술과 도구 등을 총괄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시간 관리는 
넓은 의미로는 주어진 모든 시간을 최선으로 활용하여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
록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우리의 삶 전체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자기
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떤 일에 얼마만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미리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시간 관리는 생애설계의 
중심이 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고 시간관리가 곧 생애설계라고 할 수도 있다.
  시간 관리는 기술이기 때문에 적성이나 지능과 별로 관계없이 누구나 배울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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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간 관리에서는 기술을 적용하여 훈련하는 인내와 의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우
리 삶의 모든 영역에는 훈련이 필요하다. 운동선수들이 이기기 위해서는 철저히 자
기절제를 하며 훈련을 해야 하듯이 인생 목표를 달성하여 삶의 가치와 보람을 맛보
기 위해서는 절제와 훈련이 필요하다. 시간 관리는 수첩에 중요한 약속이나 할 일을 
적어 놓고 체크하는 정도는 아니고 다이어리와 같은 도구를 활용하여 단단한 결심을 
가지고 반복하여 습관화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인생 사명->인생 목표->시간 관
리로 이어지는 한국생애설계협회 “나의 생애설계 다이어리” 활용이 바람직함). 시중
에는 많은 다이어리가 쏟아져 나와 있지만 생애설계와 연계된 다이어리는 한국생애설
계협회의 “생애설계 다이어리(LIFE PLANNING DIARY)” 하나만 있을 뿐이다.
  (4) 생애설계 실천 및 진행 사항 점검·평가(제4 단계)
  설계(계획)라는 말은 실천을 포함하지는 않지만 실천을 전제로 하지 않는 설계는 
무용지물이고 시간낭비에 불과하다. 계획을 잘 실천할 수 있는 길에는 왕도가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강한 의지와 인내심과 도전 정신이다. 생애설계의 실천
기간은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60-70년 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계획에 따라 
실천하는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계획과 실천에서 차질이 생길 수도 있고 예상 못한 
사건이나 환경의 변화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실천의 진행사항을 점검하여 새롭게 
결심하고 행동을 수정하여 처음에 수립한 생애설계가 큰 틀에서 변함없이 실천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생애설계 실천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은 시간관리 
도구인 생애설계 다이어리이다. 
  생애설계는 이상에서 제시한 절차에 따라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생활의 8개 분야
별로 사명, 목표 (최종목표와 중간목표)와 시간관리 계획을 상세히 작성해야 하지만 
간략히 요약해서 정리하면 <그림 3>과 같다. 이 예시는 설계 8대 분야 중 “직업·경
력” 분야에 관한 것이며 생애설계협회 발간의 “생애설계 다이어리”를 활용한 것이다.

<그림 3> 생애설계 절차에 따른 생애설계 예시(직업·경력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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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주제. 광물자원 개발과 환경의 조화

전효택 (공과대학 에너지자원공학과 명예교수)

1. 서론

  지구자원(Earth resources)이란 ‘천연자원 중 생물자원을 제외한 모든 자원을 총
칭’한다. 지구자원은 광물자원(Mineral resources)과 에너지자원(Energy resources)
으로 분류된다.
  광물자원은 천연 암석이나 광물 또는 그것이 반 가공 된 것까지 포함하며, 금속광
물과 비금속광물로 구분한다. 금속광물은 알칼리 금속(K. Na), 알칼리토금속(Be, Mg), 
전이금속(Fe), 베이스 메탈(Base metal, Cu, Pb, Zn 등), 희유금속(Sn, Mo 등), 귀금
속(Au, Ag, Pt 등) 광물 등이 있다. 비금속광물로는 고령토, 납석, 활석, 석회석, 규
석, 장석, 형석 등이 있다.
  최근에 이르러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 국가 사이에 자원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자원 
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과 오염은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으며 환경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2. 금속의 분류

  금속은 지각에 0.1 % 이상 존재하는 풍부한 금속(Abundant metals)과 그 이하로 
존재하는 희유금속(Scarce metals)으로 분류한다. 풍부한 금속의 대표적인 예로 Mg, 
Al, Si, Ti, Mn, Fe 등이 있다. 희유금속은 그 용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철과 합금을 이루는 금속 원소: Cr, V, Ni, Mo, Co, W
- 베이스 메탈: Cu, Pb, Zn, Sn, Hg, Cd
- 귀금속: Au, Ag, 백금족 원소들(Pt, Pd, Rh 등)
- 화학적으로 특수한 금속: Nb-Ta, As-Sb-Bi, Ge, Be, Li 및 희토류원소.
  첨단산업의 원료가 되는 희토류원소(REE= Rare Earth Elements)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본다. REE는 원자번호가 57- 71에 들어있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15개 원소들
(란타나이드 Lanthanides 계열, La Ce Pr Nd Pm Sm Eu Gd Tb Dy Ho Er Tm 
Yb Lu 등)과 원자번호 21번인 스칸티움(Sc), 39번인 이트륨(Y)까지 포함하여 충 17
개 원소를 총칭하는 원소그룹이다.
  현재 중국이 세계 최대의 REE 생산국이자 대부분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
계 최대의 광산은 중국 내몽고에 위치한 바얀 오보(Bayan Obo)광산이다. 희토류 자
원은 현재 대표적인 자원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금속광물자원이다. 다음 <표 1>은 화
학적으로 특수한 금속원소인 희토류원소들의 사용처와 제품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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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매년 약 4,000만 달라(약 400억 원) 가량의 희토류원소를 다양한 형태
로 수입하고 있다.

<표 1> 화학적으로 특수한 금속원소인 희토류원소(REE= Rare earth elements)의 사용처와 제품

사용처 제품 사용원소

유리
연마제 렌즈, 디스플레이창(LCD, PDP) Ce
첨가제 광학렌즈, 디스플레이창 Ce, La, Nd

촉매
유화크래킹 성유정제 REEs
자동차 자동차 Ce, La, Nd

고자력 자석 전자 및 전기모터, 오디오장비 Nd, Sm, Dy, Pr, Tb
배터리, 수소저장 전자, 공구, 하이브리드 자동차 미시메탈(Ce 등 합금)-라이터돌, La 합금
광섬유/레이저 희유원소 도필제 La, Er, Yb
Fuel Cell 고형 산화 Fuel Cell La, Y
안료 적색안료의 Cd 대체물 La, Ce
자기 냉동 자석 합금 Gd
제철 및 주물 탈황 미시메탈

3. 광물자원의 특성

  광물자원은 다음과 같은 6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다.
 1) 광물자원은 재생 불가능하다.
 2) 특정 광물자원은 일부 국가 또는 일부 지역에만 분포하고 있다.
 3) 광물자원은 생산량이 증가한다고 하여 생산 비용이 감소하지 않는다.
 4) 광물자원의 생산량이 증가하면 그 생산 지역에 환경오염이 발생한다.
 5) 개발 대상 광물의 종류는 광종의 경제성과 유용광물 회수 기술에 따라 변화한다.
 6) 광물자원을 개발하려면 초기에 대규모의 자원 투자가 필요하며 투자 자본의 회수
기간이 길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정 광물자원들이 특정 국가에 편중하여 매장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금(Au)은 남아프카공화국(14%), 호주(12%), 페루(8%), 
미국(7%)에 분포하는 반면, 다이아몬드는 아프리카 기니(30%), 콩고(26%), 보츠와나
(23%), 호주(12%), 남아프리카공화국(12%), 러시아(7%)에 분포하고 있다. 백금족 금
속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88%를, 러시아가 9%를 차지한다. 철은 러시아(16%), 브라
질(14%), 우크라이나(14%), 중국(13%) 등이, 구리는 칠레(30%), 페루(8%), 미국(7%), 
폴란드(8%), 인도네시아(7%), 중국(6%)이 차지하고 있다. 알루미늄 원료인 보크사이
트 광석은 호주(23%), 브라질(8%), 자메이카(%) 등이 주요 생산 국가이다.
  <그림 2>에서는 광물의 가격이 최근 시기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예를 들어서 니켈의 가격은 2002년부터 2010년 사이에 무려 그 가격이 5배 이상 증
가한 예를 보여 준다. 따라서 광물의 가격, 즉 경제적 가치가 오르면 품위가 낮은 광
물 광석도 개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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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주요 광물자원의 국가별 분포 현황. 각 광물자원 매장량의 5% 이상을 차지하는 국
가들을 대상으로 표시하였고 국가 별로 광물 종류 별 전세계매장량의 %를 표시함(출처: 미국 
지질조사소, 2007).

<그림 2> 연도 별 광물 가격의 변화. 특히 니켈의 가격은 짧은 기간 중 2007년도에 5배 이상 
높아져 있음을 볼 수 있음(한국자원정보서비스 자료). 

  우리나라는 금속광물의 경우 매장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거의 전량(98%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비금속 광물은 자급 자족율이 70% 내지는 80%에 달하
고 있다(표 2 참고). 금속광물(금, 은, 동, 연, 아연, 철 등)은 매장량이 절대적으로 부
족하여 국내 가채 년 수 (= 매장량/국내 수요량)는 0.48년 내지 2.45년에 불과하다.
  비금속광물의 경우는 매장 절대량은 비교적 풍부한 편이나 고품위광물 매장량은 빈
약한 편이다. 비금속광물 중에서 석회석 규석 납석 장석 등은 100년 이상의 가채 년 
수를 가지고 있으나 환경 규제지역이나 수송 불가능지역 등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에 
상당량 분포한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고품위 고령토, 장석 규석 등은 다량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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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국내 광물자원의 수입 의존도 변화(%, 경상가격 기준 산정). 1995년도부터 2015녀까지 
5년 단계로 표시되어 있음. 금속은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비금속은 약 20% 
내지 30%를 수입에 의존함. 2015년도에 광물의 내수액은 약 14.9조원이었으며 이중 수입액
은 14.2조원이었음(자료 출처: 광물자원공사, 지질자원연구원).

4. 광물자원 개발

  일반적으로 광물자원개발은 1)유용광물의 농집(광상, 광체), 2)광물탐사, 3)채광, 4)
광물처리 및 회수, 5)환경 문제 처리의 순서를 거친다(그림 3 참고)

<그림 3> 광물자원 개발의 순서

  지각의 국지적 장소, 즉 지표 부근이나 지하 심부에 지질학적 작용에 의해 유용광
물이 집합 농축되어 경제적으로 채굴 대상이 되는 경우 이 광물집합체를 광상(Ore 
deposits) 또는 광체(Orebody)라고 하며 이 농집 과정을 광화작용(Mineralization)이
라 한다.
  광상의 탐사는 광산지질학적 조사, 지구화학탐사, 물리탐사, 원격탐사 및 탐광 시추
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림 4>에 다이아몬드의 탐광 시추 사례가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한 지역
(Kirkland Lake)에서 킴버라이트(Kimberlite; 다이아몬드가 산출되는 암석) 내에 존
재하고 있는 다이아몬드를 탐사하기 위해 수백 미터의 탐광시추를 보여주는 그림이
다. 
  <그림 5>는 금(Au)광맥을 탐사하기 위해 토양 중의 금 함량을 조사한 토양지구화
학탐사의 한 예이다. 이 탐사는 필자에 의해 지난 1996년 아프리카 말리 K지역에서 
수행되었고 탐사 면적은 동서-남북 방향 거리가 각각 약 7km이다. 색깔 진한 곳이 
금 함량이 높은 장소이며 높은 함량 부분이 그림에서와 같이 일정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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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다이아몬드의 탐광 시추 단면도. 킴버라이트(Kimberlite) 내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탐사하기 위해 수백 미터의 탐광시추를 수행한 그림(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Kirkland Lake).

<그림 5> 금광맥 탐사를 목적으로 토양지구화학탐사를 실시하여 작성된 토양 중의 금(Au) 함
량 분포도임. 색깔 진한 곳이 금 함량이 높은 장소이며 높은 함량 부분이 그림에서와 같이 일
정한 방향을 보이고 있음(동서-남북 방향 거리가 약 7km인 이 탐사는 필자에 의해 지난 
1996년 아프리카 말리 K지역에서 수행되었음).

  채광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광물을 지표 지하 또는 해저에서 채취하는 작업을 말한
다. 채광 조건의 3대 요소는 일반적으로 광물 매장량, 광석의 품위, 채광 경비이다. 
광물자원 처리 및 회수는 채취된 광석을 경제성 있는 정광으로 회수하기 위해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처리하는 작업 과정을 뜻한다. 처리 과정은 광석 원광을 파쇄 분쇄
하고 분립과정을 거쳐 선별하여, 유용광물을 농축하거나 여과 탈수시켜 정광을 만들
고 최종적으로 제련소에 보내어 진다.
  위와 같은 일련의 작업 과정을 거치면서 광물 산출 지역, 즉 광산 일대는 환경이 
훼손되고 오염이 발생하므로 이 오염 문제를 체계적으로 조사 평가하고 환경 복원과 
복구를 공학적으로 해결하는 자원 환경 문제까지 다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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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원개발로 인한 환경문제

  광물자원 개발로 야기되는 환경 문제는 자연환경의 훼손, 산성광산배수(AMD, Acid 
mine drainage)의 발생, 중금속 오염 및 지반침하 등이 있다. 
  산성광산배수는 광산 개발로 인해 발생되는 폐석더미로부터 유출되는 산성수를 말
한다. 광체나 석탄층에서 산출되는 황화물(특히 황철석 FeS2 등)이 산소와 물을 만나 
황화물이 산화되고 용해됨으로서, 산 즉 수소이온이 발생하여 산성광산배수가 발생한
다. 광산 개발로 인해 발생된 산성광산배수와 중금속 등 독성물질이 배출되어 주변의 
토양, 호수, 하천으로 유입되어 지표수 및 지하수 등의 자연수를 오염시키며 수서생물 
등의 생태계를 파괴시킨다. 

1) 광산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예: 시흥(가학)구리광산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에 위치한 시흥광산(또는 가학광산)은 1912년부터 1973년까지 
60여 년간 개발된 국내 굴지의 구리(-연-아연) 광산이었다. 광산 일대의 토양과 하상 
퇴적물이 중금속인 구리, 납, 아연, 카드뮴으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었으며, 특히 아
연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카드뮴이 이 광산 일대 오염토양에서 재배된 농작물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생활해 온 지역주민들의 혈액에서도 높게 나타나 광산 
활동에 따른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일반에게 널리 인식된 바 있다(1996년 3월 및 5월 
일간지 기사 <그림 6> 참고). 이 광산 일대의 가장 심각한 점오염원(point pollution 
source)은 가행 당시부터 유용광물을 회수하고 골짜기에 야적한 채 폐기한 광물찌꺼
기 더미였다. 광물찌꺼기 중의 중금속 함량 범위는 카드뮴(Cd, 34-249 mg/kg), 구리
(Cu, 948-14,000 mg/kg), 연(Pb, 2,900-22,300 mg/kg), 아연(Zn, 5,000-41,200 
mg/kg). 광물찌꺼기 댐을 설치하지 않은 채 지난 수십 년간 그대로 방치한 광물찌꺼
기 유출로 인해 주변 하천수, 지하수 및 농경지의 수질오염과 토양의 중금속 오염이 
심각하게 야기되었고(그림 7 참고), 따라서 농작물 오염과 광산 일대 주민들의 건강에
까지 환경오염의 위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였다.

<그림 6> 시흥(가학)구리 광산 주변 토양이 중금속으로 특히 카드뮴(Cd)으로 오염되어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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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3월 및 5월 일간지 기사. 폐광지역의 중금속오염에 대한 공공의 인식이 매우 높아진 
계기가 됨.

<그림 7> 시흥(가학)구리광산 주변의 토양과 하상 퇴적물에 함유된 구리(Cu), 납(Pb), 아연
(Zn), 카드뮴(cd) 함량을 보여 주며 특히 광산의 남서 방향으로 심하게 오염되어 있음.

  또 다른 광산 활동에 의한 환경오염 영향의 심각한 사례는 석탄광산 일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국내 석탄광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요가 석유-가스로 바뀌기 이전에 수
십 년 이상 활발히 개발되어 왔고, 탄광의 개발로 배출되는 갱내수 뿐만 아니라 폐광 
후에도 침출수가 방류되어 탄광지역의 수계가 지속적으로 오염되어 왔다. 특히 대규
모 석탄광 폐광 이후 관리 소홀로 말미암아 석탄광 갱구와 폐석 및 폐탄 더미에서 나
오는 산성광산배수는 심각한 수계오염의 원인이 되었다. 예를 들면 삼척탄전지대의 
대표적 탄광지역이었던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일대 소도천 상류 중에는 1990년 폐광
된 동해탄광에서 방출되는 갱내수로 인하여 수소이온농도(pH)가 3 이하의 강한 산성
을 보여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상태였다. 수계의 퇴적물과 하천 바닥에 침전된 철 및 
알루미늄 수산화물로 말미암아 수계가 황갈색 내지 백색으로 덮여 미관을 크게 해치
고 있어 태백지역의 아름다운 산세와 풍광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금속광산이나 석탄광산의 개발 및 폐광으로 말미암은 대표적 환경오염은 토양오염
과 수계오염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과 달리 토양오염의 영향은 
인간생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고 다른 매개체, 예를 들면 오염된 토양에서 재배
한 농작물 등의 섭취로 인해 나타나기 때문에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비해 그 심각
성이 뒤늦게 일반 공공에게 인식되기 시작했고, 토양 오염의 실태조사와 인체 위해성 
평가도 부족한 실정이다.

2) 광산 활동에 의한 토양의 중금속 오염과 환경 복원 및 복구
  인간은 토양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 채 토양에 의존하며 살아간다. 토양은 오랜 시
간 풍화작용에 의해 생긴 고체 입자에 생물의 작용에 의한 유기물이 함유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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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석의 풍화작용만으로 이루어진 무기물과는 다르다. 토양은 고체 상태인 흙과 액체 
상태의 토양 용액, 기체 상태인 토양 공기로 이루어져 있다.
  토양은 물리·화학·생물학적 작용에 의한 자정 능력이 있으나 그 속도가 매우 완만
하기 때문에 토양에 오염물질이 유입되면 토양 중에 장기간 잔류하여 식물의 생육에 
영향을 미치거나 지하수에 침투할 수 있어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먹
이연쇄 과정, 예를 들면, 토양-작물, 토양-자연수 시스템에 농축되어 생태계에 커다란 
변화를 주고 인체에 해를 끼치기도 한다.
  토양오염은 서서히 우리에게 심각한 생존권 문제를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시급한 
실태파악 및 대책이 필요하다. 토양오염은 유기물과 중금속에 의한 경우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으나 본문에서는 광산 활동에 따른 토양의 중금속 오염을 소개하고자 
한다.
  중금속원소들에 의한 토양오염은 크게 자연적 기원과 인위적 기원으로 나뉘어 설명
할 수 있으며, 인위적인 기원에 의한 토양오염은 다시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으로 구
분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광산이나 제련소 또는 발전소 주변의 토양오염은 점오염원
이며, 농약이나 비료 투여와 같은 농업활동이나 도시 폐기물 등은 비점오염원이다.
  급증하는 광물자원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광산개발은 아주 오래 전부터 이루어져 
왔으며, 채광과 제련과정에서 발생되는 갱내폐수와 폐석, 제련소 폐수 및 굴뚝 분진은 
다량의 중금속을 함유한 채 배출되어 주변 토양을 심각하게 오염시켜 왔다. 예를 들
면, 과거 국내에서 많이 개발되던 금(Au) 광산 주변 폐기물(광물찌꺼기)과 토양에서의 
비소(As) 오염, 황화물 특히 아연 광산 부근에서의 카드뮴(Cd) 오염이 보고되어 왔다. 
제련소 주변 토양은 주로 납(Pb), 아연(Zn), 동(Cu), 카드뮴(Cd), 니켈(Ni) 및 비소
(As) 등에 의해 오염되어 있으며, 그 오염 수준과 범위는 풍속, 풍향, 지형, 강우 및 
금속 배출량에 따라 좌우되며 제련소에서 멀어질수록 토양 중의 중금속 원소 함량이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한다. 국내에서는 최근에 약 1,000 개소의 금속광산 개발지역을 
대상으로 토양의 중금속 오염 정밀조사가 전 국토에 대해 수행한 바 있다.
  토양에서의 중금속 원소들의 오염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화학 분석을 수행
하여 토양 중의 중금속 원소들의 함량을 측정하고, 비교지역 또는 정상적인 토양환경
과 비교하여야 하며 또한 토양 중의 금속원소들의 화학적 형태도 중요하다. 두 번째
는 조사 대상 지역 토양에서 성장하는 식물의 중금속 함량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일
반적으로 경작지 토양이 중금속으로 오염되면 이 경작지에서 재배하는 식물에 중금속
이 농축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작물을 가축의 사료로 사용할 때 가축에 중금속이 섭
취될 수 있고 또한 이 작물을 인간이 섭취할 때 중금속이 우리 인체 내로 이동될 수 
있다. 세 번째는 토양 중의 중금속 함량 변화를 광역적으로 조사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토양 중의 중금속원소들의 배경값(토양 중에 함유된 정상적인 금속 함량)에 대
한 정보뿐 아니라 도시화 또는 산업화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유독성 중금속원소들의 
분포가 심각한 지역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원소들의 광역
분포지도를 작성하어 목축 및 농작물의 재배와 같은 토지 이용에도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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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는 토양오염의 수준과 정도를 오염 지수를 이용하여 나타내는 방법이다. 토양
의 중금속 오염은 한 개의 원소만으로 일어나지 않고 여러 종류의 다양한 중금속 원
소들의 오염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오염 지수를 이용하여 이러한 복합적 오
염을 평가할 수 있다.
  오염 토양의 복원 및 처리에는 오염 현장에서 처리하는 기술과 오염 현장에서 운반
하여 처리하는 다양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처리 기술이 있다. 최근에는 환경 친화
적인 방법으로서 미생물을 이용하여 토양 중의 중금속을 처리하는 방법(bioremediation), 
식물을 이용하여 오염 토양 중의 중금속 원소들을 제거하는 방법(phytoremediation) 
등이 사용되고 있다. 이미 오염된 토양을 환경 친화적으로 복원하여 식물계를 조성하
거나 또는 폐기물 소각장을 건설하여 토지를 재이용할 수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자동
차 주차장 또는 운동장 등 여러 방법으로 복원지역을 재이용하고 있다.
  <그림 8>은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에 위치한 시흥(가학) 구리광산 부근 오염지역의 
복원 사례이다. 수 십 년간의 광산 활동으로 중금속으로 오염된 부지를 단순 매립으
로 복원하는 모습이다. 복원된 부지는 일반폐기물 소각장으로 재이용되고 있으며, 개
발된 갱도들은 현재 광명동굴(그림 9 참고)로 복원되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관광지
로 방문하고 있다.
  <그림10>은 캐나다에서 광물자원 개발과 제련 활동으로 오염되고 황폐화된 지역을 
식물계를 조성하여 복원한 모습이다. 왼쪽과 오른쪽 위와 아래 사진은 각각 대규모 
금속광산 분포지인 온타리오 주 서드베리(Sudbury) 지역의 Falconbridge 니켈제련
소 주변과 Inco’s Copper Cliff 광산 부근이 광물찌꺼기로 오염된 황폐화된 모습과 
오랜 기간이 지난 후 식물계로 복원된 같은 장소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 8> 시흥(가학) 구리광산 부근 오염지역의 복원 사례. 1995년도 사진은 광물찌꺼기가 야
적된 오염지역. 1996년도 사진은 오염되지 않은 토양으로 매립하는 모습, 1997년 복원한 지
역에 일반폐기물 소각 시설을 축조하고 1998년도 사진은 완공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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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시흥(가학)구리광산의 지하 갱도들은 현재 광명동굴이라는 관광지로 개발되어 있음.

<그림 10> 광산 개발 및 제련 활동으로 인해 오염되고 황폐화된 지역(위 사진)을 식물계를 조
성하여 환경을 복원한 모습(아래 사진). 왼쪽 위와 아래 사진은 캐나다 온타리오 주 서드베리
(Sudbury) 지역의 Falconbridge 니켈제련소 주변의 황폐화된 모습(1975년)과 5년 후(1980
년)에 식물계로 복원된 같은 장소의 모습. 오른쪽 위와 아래 사진은 같은 지역의 Inco’s 
Copper Cliff 광산의 광물찌꺼기로 오염된 모습(1973년)과 17년 후인 1989년에 복원된 모습.

6. 결언

  산업이 발달하고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유독성 금속들이 인위적으
로 생성 배출되며 이들은 물, 대기 등의 이동 매체를 통하여 환경으로 유입되어 인간
을 비롯한 동식물 등 유기생명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특히 토양이 중금속
으로 오염되는 경우, 농작물이나 음식물 혹은 목축과 같은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인
간에게 섭취됨으로써 문제를 일으키므로 일반적으로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과거에는 광산 활동 지역이 소규모 점오염원으로서 지엽적이고 단순한 특성을 지녔
으나 현재에 와서는 가행 중인 광산지역뿐만 아니라 폐광지역 일대의 토지 이용이 다
양해지고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광산 개발로 인해 야기된 지반침하 현상과 토양 및 
수계 오염현상이 심각한 사회공공의 문제로서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특히 도시
환경과 공간적으로 가깝고 지역주민이 밀집한 광산 주변의 환경오염이 주민의 건강장
애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이 매스컴을 통해 잇달아 보도되면서 폐광된 금속광산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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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광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어 왔다. 따라서 현재 가행 
중인 광산 주변지역은 물론 이미 과거에 무관심하게 폐기하고 방치한 폐광지역의 환
경오염과 위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관련 여러 분야에서 광해 치유 및 복구 방안
에 대한 다양한 과학적 노력과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환경문제에 접근하는 학술적 및 기술적 방법은 매우 다양하지만 환경지구화학분야
에서는 지표환경에서 암석-토양-식물, 암석-자연수-토양, 토양-식물-동물, 토양-식물
-인간, 자연수-인간 시스템 등에서의 복잡한 상호과정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토양 
중에 함유된 유독성 금속원소들의 분포패턴을 광역적으로 나타내는 광역지구화학지도
는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농업 및 목축에도 활용할 수 있으며, 지역적으로 발생 가능
한 질병이나 건강장애와 관련된 정보도 제공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이미 이러한 광
역지구화학지도가 1978년에 완성되어 환경문제와 국토자원 및 개발에 효율적으로 이
용되고 있고, 그 이외 서구 국가 등 선진국에서도 이미 환경문제에서의 광역지구화학
지도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있으며, 국내에서도 광역지구화학지도가 작성되어 왔다. 또
한 광역적 및 국지적 규모로 토양오염의 사례 연구 및 조사가 수행됨으로써 오염의 
수준과 오염양상이 먼저 규명되고, 아울러 이 오염의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처리방안
이 강구되고 있으며 실제 폐광된 광산 주변의 환경 복원 및 복구 작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나 특허 취득 등 눈에 보이는 산업 및 기술발전과는 달리 지
구자원 환경문제, 특히 토양오염 문제는 중요한 사회공공의 문제로서 인식되고 경각
심을 가져야 하며 지구자원 환경을 조화롭게 이용하여 창조적으로 개선하고 보전하고
자 하는 관심과 노력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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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주제. 인문학의 밝은 미래

허승일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명예교수)

1. 인문학이란 무엇인가?

인문학이란 한자로 말하면 사람 인(人), 무늬 문(文), 인문(人文), 곧 사람의 무늬, 
사람이 그린 무늬, 사람의 표현을 공부하는 학문이다. 이것은 서양 고대의 키케로가 
강조했던 스튜디아 휴마니타티스(studia humanitatis, 영어로는 the humanities), 
즉 인간에 관한 공부라는 말과도 상통한다. 그러므로 나는 인문학이라는 말 대신에 
인간학이란 말을 즐겨 쓴다.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본래 ‘인간답게 사는 
것’(humaniter vivere), 그것도 ‘행복한 삶’(vita beata)을 누리기를 원한다. 

서양 고대 세계는, 특히 아테네와 로마의 경우, 젊은이들의 꿈은 훌륭한 정치가와 
장군이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고등 교육의 주 내용은 연설을 잘 하는 기술, 즉 수사
학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그런데 연설을 잘 하려면 동양의 제갈량이나 정도전처럼 사
람과 땅과 하늘에 관한 내용도 정통해야 했다. 그래서 서양의 고대 젊은이들은, 아킬
레우스의 경우처럼,1) 문사철을 비롯한 자연과 우주 전체를 배우는 전인교육을 받은 
셈이나 마찬가지였다.

서양 중세 세계의 대학에서도 옷 만드는 기술이나 빵 굽는 기술처럼 어떤 목적을 
위한 기술(artes serviles)이 아니라 문법, 수사학, 논리학의 ‘3과’(trivium)와 산수, 
기하학, 천문학, 음악의 ‘4과’(quadrivium)를 합친 7과의 ‘자유학문’(artes liberales, 
Liberal Arts)을 가르쳤다. 자유학문은 아무 외적인 목적 없이, 오직 인간이 인간답게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자유롭게 발휘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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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
동(음악)—이것이 이과다—을 일컫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유학문’, artes liberales 곧 
Liberal Arts2)는 문리과, 곧 문과와 이과를 포괄하는 지식의 영역이다. 나도 문리과 
대학을 나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한민국 초기에는 정치 외교, 그러다가 산업화의 진전에 띠라 공
과, 상과 그리고 최근에는 의과나 법과로 젊은이들의 인기가 옮아갔다. 특히 1975년

1) 아킬레우스의 교사는 2인이었다. 훼닉스는 스포츠와 음악 그리고 국어를 가르치는 교사의 
전형이었고, 반인반마인 케리온은 복잡한 기술, 특히 항해, 공학, 의학과 같은 응용과학을 
가르치는 선구적 역할을 했다. 허승일, “서양 고대 그리스 세계의 인성 교육,” 『사대논총』 
(68) 2004, p.136.

2) 영문 표기로 흔히 문리과 대학을 ‘College of Liberal Arts and Sciences’로 써 왔지만, 
실은 뒤의 Sciences는 불필요한 단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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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서울대학교의 모델을 따라 종전의 문리과대학이 인문, 사회, 자연 대학으로 나뉘다 
보니, 대학과 학과가 무슨 서열 같은 것이 매겨졌다. 그러다가 문사철이 요체인 인문
대학을 나와 봐야 취직도 안 된다고 하면서 인기가 시들어져 급기야는 인문학의 위기
라는 소리마저 나온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인간 세상사는 돌고 도는 법, 중학교에서 문과와 이과의 구분이 철폐되는가 
하면, 요사이 제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이 유행어가 되었지만, 제7 차 산업혁명, 즉 
교육을 통한 의식혁명이란 말까지 나오면서, 장차 인간의 미래 세계는 결국 인문학의 
밝은 미래를 보장하고 있다 하겠다.

2. 선의 길과 악의 길: ‘헤라클레스의 선택’

인간은 청년기에 들어서면 누구나 ‘헤라클레스의 선택’을 하기 마련이다. 크세노폰3)

은 현자인 프로디코스가 ‘헤라클레스의 선택’에 대해 언급했던 것을 다음과 같이 기술
하고 있다.

<그림 1> Annibale Carracci의 1569년의 작품 <The Choice of Heracles>
         왼편에 붉은 옷을 입은 아레테 여신이 험한 길을 가리키고 있고, 오른편에 흰옷을   
         입은 카키아 여신이 헤라클레스를 유혹하고 있다.

헤라클레스가 소년에서 바야흐로 청년이 되려고 할 무렵, 그는 자기의 몸과 마음을 주관하여 앞으
로 인생을 출발하는 데 덕(virtue=arete)의 길에 의할까, 그렇지 않으면 악(vice=kakia)의 길에 

3) 프로디코스(Prodikos)는 기원전 5세기 때의 소피스트(지식인)이며, 크세노폰(Xenophon)은 
기원전 4세기 헬라스의 역사가, 수필가, 직업군인으로서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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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할까를 생각하기 시작할 때였네. 그는 조용한 장소로 가서 어느 길을 택할까 망설이고 있었지. 그
런데 그 곳에 키가 큰 두 여인이 나타나서 그에게로 다가왔다네. Arete는 용모가 단정하고 우아한 
품위를 지니고 있었지. 그녀의 손발은 청결했고, 눈은 다정다감하며, 몸매는 아름다웠는데, 하얀 옷
을 입고 있었다네. Kakia는 어땠는지 아는가? 그녀는 잘 먹어서 육체는 풍만하고 부드러웠다네. 얼
굴은 화장을 해 더 희고 불그스레하게 보였고, 몸매는 키가 더 크게 보이려고 했지. 눈을 크게 뜨고 
온갖 매력을 발산하도록 현란한 옷을 입었는데, 끊임없이 자신의 옷매무새를 고치며 누가 자기를 보
고 있지나 않나 둘러보며 또 가끔 자기 그림자를 보고 있었다네. 그들이 헤라클레스에게 가까이 왔
을 때는, Arete는 같은 보조로 걸어왔지만, Kakia는 앞질러 뛰어와서 헤라클레스에게 이렇게 외쳤
다네.

“헤라클레스, 나는 네가 어떤 인생의 길을 갈까 망설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나를 네 친구로 
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를 가장 즐겁고 가장 편한 길로 안내하마. 너는 인생의 모든 달콤한 맛
을 보리라. 어려운 일은 결코 모르고 지낼 것이다. 첫째, 전쟁과 근심걱정거리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
아도 될 것이다. 다만 좋은 술과 음식을 어떻게 찾아내며, 가장 좋은 볼거리나 귀를 즐겁게 하는 것
이 무엇이고, 가장 좋은 촉감과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만 생각하거라. 또 어떤 소년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기분이 좋은가,4) 어떻게 하면 가장 부드러운 잠자리에서 잘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쾌락을 전혀 수고를 하지 않고 손에 넣을 수 있는가 만을 생각하며 지내면 되는 
것이니라. 혹시 이러한 환락에 드는 비용이 부족한 경우가 생기더라도, 결코 걱정할 필요는 없다. 왜
냐하면 나는 너의 몸과 영혼을 괴롭힐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너는 다만 남이 일하여 만들어 놓은 과
일들을 취하면 되는 것인데, 이럴 경우 너는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는 일에는 주저 없이 손을 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나는 나의 추종자들에게 원하기만 하면 모든 이익을 주는 권한을 주기 때문이니
라.” 헤라클레스는 이 말을 듣고, “부인, 당신의 존함은 어떻게 되십니까?” 묻자, 여인은 대답하기
를, “나의 친구들은 나를 〈행복〉이라고 부르지. 허나 나를 증오하는 사람들은 〈악〉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고 있단다.” 

이번에는 Arete가 헤라클레스에게 가까이 다가와 말했네.
“나 역시 헤라클레스, 너에게 왔단다. 나는 네 부모를 알고 있고, 네가 교육받고 있는 동안에 너의 

인성에 주목해왔단다. 그러므로 만약 네가 내가 인도하는 길을 취한다면, 너는 고귀한 행동을 하는 
아주 올바른 선한 행위자가 될 것이고, 나도 그 덕에 더 명예롭고 뛰어나게 될 것 같단다. 나는 즐거
운 허두(虛頭)를 떼 너를 속이지 않겠다. 오히려 나는, 신들이 만든 모든 것에 대해 너에게 진실되게 
말하고자 할 뿐이다. 왜냐하면 세상의 선(善)하고 아름다운 것 어느 하나도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하
지 않는 한, 신들은 아무 것도 인간에게 주지 않기 때문이란다. 신들의 은총을 바란다면, 신들을 숭
배해야 하느니라. 친구들의 사랑을 받으려면, 친구들에게 좋은 일을 해야 하느니라. 어느 도시로부터 
영예 얻기를 바란다면, 그 도시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느니라. 네가 전 헬라스인으로부터 덕이 있다는 
칭송을 받고 싶으면, 헬라스5)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느니라. 네 토지에서 풍작을 바란다면, 그 

4) 소년의 사랑, 즉 동성애에 대해서는 플루타르코스(허승일 옮김), 『플루타르코스의 모랄리아: 
교육·윤리편』, 서울대출판문화원, 2012, pp.64-67을 필독 바람. 여기서는 아테네, 스파르
타, 로마의 청소년들의 사랑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숭고한 정신적 사랑임이 상론되고 있
다.

5) 그리스(Greece), 그리스인(Greeks)은 헬라스, 헬레네스의 영어 명칭이다. 엄격히 따지면 헬
라스(Hellas, Έλλάς)가 오늘날의 참된 국가 명칭이고, 헬레네스(Hellenes, Έλληνες)가 
그 국가 구성원들이라 해야 옳다. 고대에도 역시 이 용어들이 사용되었다. 또 희랍(希臘)은, 
그것이 헬라스의 한자어 표기인 까닭에, 헬라인 또는 헬라어라는 말은, 이런 의미의 헬라
(Hella)라는 단어 자체가 서양 고대 세계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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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경작해야 하느니라. 가축을 키워 부(富)를 얻으려고 한다면, 가축을 잘 돌보아야 하느니라. 
전쟁으로 위대해지려고 마음먹는다면, 우선 너는 전술 그 자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배우고, 
이의 올바른 운용에 대하여 연습을 쌓아야 하느니라. 그리고 또 신체를 강건하게 하려면, 신체를 정
신의 지배하에 두고 수고와 땀으로써 이를 단련해야 한단다.”

그러자 Kakia가 참견하면서 말했네. “헤라클레스, 이 여자가 이야기하는 기쁨에의 길이 얼마나 
험하고 긴 것인지 아니? 허나 나는 행복에 이르는 가깝고 편한 길로 너를 안내할 것이다.” 그러자 
Arete는 Kakia와 헤라클레스에게 말했네. “한심한 것, 선한 것이나 즐거운 일을 얻을 수 있기 위
해 아무 것도 하지 않으려는 너에게 무슨 좋거나 즐거운 일이 생긴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너는 
즐거운 것들을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조차 기다리지 않고, 다만 원하기도 전에 모든 것을 충족시
키려고 할 뿐이다. 예를 들자면, 배고프지 않은데도 먹으며, 갈증을 느끼지 않은데도 물을 마시며, 
먹는 맛을 보기 위해 요리사를 고용하고, 음주를 즐기기 위해 값비싼 술을 사고, 한여름에도 눈(雪)
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편하게 자기 위해 이불만으로 부족하여 흔들이 침대까지 마련하지. 왜냐
하면 일을 하지 않으니까, 지루하니까 오래 잠만 자게 만드니까 말이네. 욕정이 생기면 그럴 필요도 
없는데, 여자 대신 남자를 불러들이지. 너는 이렇게 자기 친구를 교육하여 방탕하게 놀아나며 밤을 
새우면서 귀중한 낮 시간은 자며 지낸다. 너는 불사의 몸이나 신들의 추방자요 선인들의 조롱거리이
지. 칭찬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모든 기쁨 중에서 가장 달콤한 것인데, 너는 듣지 못하지, 왜냐하
면 즐거운 자신에 대한 칭찬을 들은 적도 본 적도 없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아름다운 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네. 누가 네가 하는 말을 믿으려고 할까? 누가 너의 말을 용납할까? 또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면 어느 누구가 너의 신도(信徒)의 무리 속에 몸을 던지겠는가? 너의 광신자(狂信者)들은 
젊었을 때는 신체가 무력하고, 늙어서는 정신은 무감각하게 되지. 청년기에는 나태하고 멋만 부리다
가 노년기에는 백수로 지친 인생을 보낸다네. 결국 그들의 과거 행각은 수치뿐이요, 그들의 현재 생
활은 고통뿐이지. 청년시절에는 쾌락을 좇다가 결국 곤궁한 노후를 맞는다네. 그러나 나는 어떤가? 
나는 신들과 더불어 살고 좋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지. 신의 일이든 사람의 일이든, 훌륭한 일은 내 
도움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네. 신들에게서나 사람에게서나 존경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제일 먼저 숭앙되지. 공예인들에게는 좋은 동료이고, 주인들에게는 신뢰받는 집지기이며, 하인
들에게는 친절한 보호자, 평화 시에는 좋은 협조자, 전쟁 시에는 든든한 동맹자, 우정에서는 최상의 
동반자라네. 내 친구들에게는 음주는 달콤하고 단순한 즐거움을 준다네. 왜냐하면 그들은 배고파질 
때까지 기다리기 때문이지. 그들은 일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기분 좋게 잠자고 잠을 깼을 때도 짜증
을 내지 않으며, 잠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태만히 하는 일도 없네. 젊은이는 연장자들의 칭찬을 듣고 
기뻐하며, 연장자는 젊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득의양양하며, 지난날의 공적을 즐겁게 추억하며 현
재의 행복에 즐거움을 맛보지. 왜냐하면 그들은 나로 인해, 신들에게는 친구가 되고, 친구에게서 사
랑을 받으며, 조국에게서 존경을 받기 때문이네. 그리고 최후를 맞이해서도 그들은 망각되고 불명예
스럽게 눕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기억하고 찬가를 부르며 그의 덕을 칭송하기 때문에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지. 뛰어난 부모의 아들, 아! 아! 헤라클레스, 나의 길을 간다면, 네게는 가장 축복받
는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네.”

물론, 헤라클레스는 악의 신의 말을 듣지 않고 선의 신의 권고를 받아들였다. 여기
서 문득 공자의 말이 생각난다.

유익한 즐거움이 셋 있고 해로운 즐거움이 셋 있는데, 예악으로 절제함을 즐기고, 남의 착한 점을 
말하길 즐거워하며, 어진 벗을 많이 갖기를 즐거워하면 유익하지만, 지나친 쾌락을 좋아하며, 편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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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놀기를 좋아하고, 주색의 향락을 좋아하면 해로우니라. (樂驕樂하며 樂佚遊하며 樂宴樂이면 損矣
니라)

3. 완벽한 인간을 향하여

나는 인문학을 인간학이라고 즐겨 부른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희구하는 
‘이상적 인간’ 즉 완벽한 인간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 밑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

지극히 다행하게도 서양, 동양, 그리고 우리나라의 선현들이 그린 그림은 상통한다. 
그 내용에 들어가서 평가가 다소 다를 뿐이다.

헤겔의 말을 우선 들어 보자.

공자에는 도덕에 관한 많은 저작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중국인의 처세법(處世法)과 
예의범절(禮儀凡節)의 기본으로 되어 있다. 영역된 공자의 주저 『논어』를 보면, 과연 그 
가운데에는 올바른 도덕적 잠언(箴言)이 있으나 그러나 그것은 상식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 유치한 설화(說話), 성찰(省察), 반어(反語)이다.6)

  Cicero gives us De Officiis, a book of moral teaching more comprehensive 
and better than all the books of Confucius.

나는 공자의 『논어』보다는 키케로의 『의무론』7)이 더 포괄적이고 더 나은 도덕 지침
서라는 헤겔의 이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하면서도, 이처럼 공자의 『논어』 등을 평가절
하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스토아의 윤리사상을 대변하고 있는 키케로의 『의무론』
은 한 마디로 구체적인 윤리실천사상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면 도대체 덕이란 무엇인가?
인생의 목적은 행복하게 되는 것이다. 행복에 이르려면 덕을 쌓으면 된다. 여기서 

잠깐, 돈과 건강은 행복과 무관하다. 이것들은 조건에 따라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
다. 돈이 있기 때문에 패가망신하기도 하지만, 돈이 없어도 행복해 하는 사람들이 너
무 많다. 또 만약 어떤 사람이 건강했으므로 참주에게 봉사해야 했다면, 이 이유 때
문에 그는 파멸될 것인 반면, 병자들은 그런 복무에서 벗어나고 또 그런 이유로 파멸
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자는 오히려 이 상황에서는 건강보다 병을 선택
할 것이다. 덕(德)은 헬라스어로는 arete이다. 이것은 ‘출중함’을 뜻하는 것인데, 이를 
테면 달리기와 권투 같은 신체 단련, 학문과 예술상의 업적, 비희극 경연, 전장터에서
의 무공 등등 탁월한 업적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라틴어 virtus는 약간 다
른 뉘앙스를 풍긴다. 원래 남자는 라틴어로는 vir인데, 여기서 남자가 남자다움을 나
타내는 것을 virtus라 칭했던 것이다. 남자가 남자답게 되려고 하면, 지(智), 의(義), 
용(勇), 인(忍)이라는 4개의 덕, 즉 4추덕을 갖추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 4추덕에서 

6) 김종호역, 『역사 철학』, p.195.
7) 『키케로의 의무론』(개정판), 허승일 역, 서광사, 2006; “서양의 고전적 윤리실천 사상”, 『증

보 로마 공화정 연구』, 허승일 저, 서울대출판부,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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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의 최고선(honestum), 즉 도덕적으로 선한 것, 다른 말로는 명예가 나오기 때문
이다.

지(智), 의(義), 용(勇), 인(忍)의 4추덕을 좀더 쉽게 풀이하자면, 첫째, 지식(知識, 
scientia)인데, 이에는 지혜(智慧,sapientia)와 예지(叡智, prudentia)가 포함된다. 둘
째, 정의(正義, iustitia)인데, 이와 짝이 되는 것이 바로 선행(善行,beneficentia)이다. 
셋째, 용기(勇氣, fortitudo)인데, 만용(蠻勇)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넷째, 인내(忍耐, 
temperantia)인데, 이는 절제(節制), 관용(寬容), 중용(中庸), 극기(克己)로 보아도 될 
것이다. 지(智), 의(義), 용(勇), 인(忍), 이 네 가지 덕의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의, 지, 
인, 용일 것이다. 국가가 위급할 때도 은거하여 진리를 탐구한다는 것은 사람의 도리
가 아니며, 독재자도 용기를 발휘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로마의 경우, 공화정 시대 중기까지만 하더라도 시내에서는 시민들은 단도같은 무
기를 지닐 수가 없었다. 사기죄라는 명칭도 없었다. 제1차 포에니 전쟁 때 레겔루스 
장군은 국가를 위해 자진 카르타고로 가 온갖 고문을 당하다가 죽었다는 실화는 유명
하다. 충효는 덕의 핵심이었다. 왕정 때부터 국가반역죄인은 고목나무에 목매달아 죽
였다. 친부살해자는 회초리로 때려죽여 사악한 뱀, 원숭이 등과 함께 부대에 넣어 티
베리스 강에 던졌는데, 혹시 그 자의 시신을 먹은 물고기들을 잡아먹은 사람들조차도 
그런 범죄에 오염될까봐 걱정이 되어서였다. 

동양의 경우, 특히 중국의 인의예지의 윤리 사상도 근본적으로는 서양의 것과 아주 
똑 같다고 할 수 있다. 공자는 인의(仁義), 맹자도 선의후리(先義後利)라 하여 의를 강
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 조선조 초기에 정도전은 인의예지신을 숭상하여, 
흥인문, 돈의문, 숭례문, 숙정문의 4대문과 보신각의 이름을 붙인 것에서도 잘 알 수
가 있다.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까지 돈보다는 사랑을, 돈보다는 명
예를 중시하는 아름다운 풍조가 유지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요사이 우리나라
의 일각에서는 돈 때문에 각종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안타깝기만 하다.

4. 문사철 그리고 수사학은 왜 중요한가?

나는 여태껏 인문학을 광의의 인간학으로 설명하였다. 이번에는 오늘날 흔히 이야
기되고 있는 협의의 인문학으로서 문사철 등에 대해 언급하겠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 9장에서 드는 역사와 시학의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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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과 관련된 것이고, 시인은 일어날지도 모를 일과 관련된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시는 
역사보다는 훨씬 철학적이며 더 진지하다. 왜냐하면 시는 보편적인 것을 말하지만 역사
는 개별적인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보편적인 것이란 이러이러한 성격의 사람이 개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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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필연성에 따라 이러이러한 말을 하고,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
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인물들에게 (구체적인) 이름을 부여하면서도 시가 추구하는 바
이다. 반면 개별적인 것이란 실제로 알키비아데스가 한 일 또는 그가 겪은 일이다.

역사를 전공한 나로서는 아리스토텔레스 정도라면 역사학에 관한 책을 써서 역사의 
본질 등을 거론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도 한데, 유감스럽게도 역사가 시보다 
열등한 지위에 있다는 지적을 접하니 몹시 아쉽고 정말 속상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한편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역사와 시학의 경계선을 명쾌하고도 분
명하게 그은 것이 역사 쪽에도 도움이 되면 되었지 해로운 것만은 아니다. 반대로 시
학의 입장은 크게 다르다. 시학은 플라톤의 지나친 홀대에서 벗어나 버젓이 철학과 
비슷하게 신분 상승을 한 격이 되었으니, 기쁘지 않겠는가! 부연하면, 역사와 문학의 
차이는, 사실(facta)에 기반한 역사는 ‘즐거움’보다는 ‘유익함’을 우선시하는 것이고, 허
구(ficta)에 기반을 둔 문학은 반대로 ‘유익함’보다는 ‘즐거움’을 더 위에 두는 것이다. 
그러나 둘 다 진실을 말한다. 여기서 철학은 진리/진실의 보편성을 말한다는 점에서 
그것의 개별 구체성을 말하는 역사와는 다를 뿐이다.8)

그런데 자식 교육에서 문학보다는 철학을 먼저 가르쳐야 한다는 플루타르코스의 훌
륭한 지적9)은 우리가 경청할 만하다. 문학은 재미를 생명으로 하는 고로, 헬라스의 
비극들에서처럼 어머니가 아버지를 죽였다고 하여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하는 극적 장
면이 나오는가 하면, 남편이 자기를 배신하였다고 하여 두 아들을 살해하는 끔직한 
장면이 나오기도 한다. 그래서 이를 관람한 젊은이들은 하도 재미 속에 빠져 이런 복
수극을 모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젊은이들에게는 마
땅히 미리 스토아 철학의 윤리사상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수사학은 왜 그리 중요한가?
원래 수사학의 본래의 의미는 연설술 또는 연설학이다. 서양 고대의 젊은이들은 훌

륭한 정치가나 장군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지지표를 되도록 많이 얻어야 했는데, 
그럴러면 민회에서 청중의 마음을 빼앗는 연설을 잘 해야 했다. 말로써 청중을 설득
하려면 연설가는 사람과 땅과 하늘에 관해 해박한 지식을 갖추어야 했다. 그래서 서
양 고대 정치가와 장군들은 문사철 뿐만 아니라 일월식, 전염병 같은 사회과학과 자
연과학에 대해서도 정통했는데, 이는 오늘날의 대학 교육에 속하는 고등 교육에서 그
들이 주로 수사학 학습에서 전인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연설을 잘 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말할 거리를 잘 장만해야 한다. 아버지 아가멤논을 죽였다고 하여 
어머니를 살해한 아들 오레스테스는 법정에서 살인죄로 판결받을 운명에 처하게 되었
다. 그는 무죄방면을 위해 무슨 말거리를 찾았는가? 키케로가 『연설거리 찾기』De 
Inventione란 책에서 제시한 정답은 이러했다. 아들은 애초에 어머니를 살해할 생각
이 없었다. 그런데 아테네 여신이 그를 찾아와 어머니를 죽이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

8) 『다시, 역사란 무엇인가?』, 허승일 저, 서울대출판문화원, 2009 참조.
9) 플루타르코스(허승일 옮김), “젊은이는 시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플루타르코스의 모랄

리아: 교육·윤리편』, 서울대출판문화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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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 힐책했고, 그래서 아들은 어머니를 죽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법정에서 자기는 신의 말씀을 감히 거역할 수가 없었다는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배심원들은 판결하기가 무척 난처해졌다. 신이 개입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배심원들은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신들에게 위임하였고, 거기서 아테네 여신은 로비 
활동을 하여 아들을 무죄로 방면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나는 이미 4추덕의 하나 또는 여럿에서 유일의 최고선인 도덕적으로 선한 것, 다른 
말로는 명예라고도 하는 것이 나온다고 말한 적이 있다. 동서고금의 아주 뛰어난 국
가 지도자들은 명실공이 인의예지의 4추덕을 갖춘 인물들이었다. 하나만 더 예를 들
어보자. 플루타르코스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철학자로서도 그의 스승인 아리스토텔
레스보다 훨씬 뛰어난 영웅이라고 극찬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스승은 외국인
을 barbaroi라고 하여 야만인으로 취급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외국인들은 우리 
헬레네스인들처럼 행복해져서는 안 되는가 의심을 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가 동방원정을 했다는 논지를 폈던 것이다. 페르시아인, 이집트인, 인도인들의 아이들
도 우리와 똑 같이 헬라스어를 배우고 소포클레스의 비극 작품들을 읽고 행복을 추구
하게 하여야 한다는 일념으로 그는 70여개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들을 건설하여 헬
라스 문화를 보급 전파하였고, 그 자신도 몸소 모범을 보여 외국인과 결혼하였다는 
것이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지도층 인사들이 지위가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어려운 결
정을 해야 하는데, 그때 결국 철학적 사고방식이 유효하다고 하여 철학의 인기가 상
승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취직이 잘 안 된다고 하여 대학에서 철학과가 
폐과조치 당하는 데가 점차 늘어간다고 하니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5. 인문학의 미래의 청사진

그러면 장차 인문학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날 제4차 산업 혁명이 유행어가 되었다. 제4차 산업 혁명이란 컴퓨터 혁명으로

서 인간이 만든 로봇이 인간의 손과 발, 몸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바둑에
서처럼 인공 지능이 실제의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기이한 현상까지 벌어지게 되었
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2005년에서 2050년까지의 제5차, 제6차 그리
고 제7차 산업 혁명의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판국이다. 제5차 산업 혁명은 Supply 
Chain, 또는 Entertainment와 Leisure 분야에서의 혁명이라고 하며, 제6차 산업 혁
명이란 농업 혁명이이라고 하는데, 예컨대 한 알의 알약같은 영양식품을 섭취함으로
써 인간이 한 달간 음식물을 먹지 않아도 될 그런 세상을 출현시킨다는 것이고, 제7
차 산업혁명은 교육을 통해 인간의 의식혁명을 완성시킨다는 것이다. 인간의 뇌는 3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층의 뇌(생존의 뇌), 즉 생존을 위해 움직이는 뇌, 2층의 
뇌(동물의 뇌), 즉 본능적 욕망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감정의 뇌 그리고 3층의 뇌(이성
과 지능의 뇌), 즉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서 바로 인간의 정신, 마음이다. 제7차 산업
혁명은 ‘인간본성의 추구와 인간본성의 회복’을 성취함으로써 전인교육을 통한 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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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혁명적 발전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와서 이미 숱한 인간들이 기계에 일자리를 빼앗

기고 있다고들 세상 사람들은 말한다. 은행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에
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웬만한 의사들의 역할도, 변호사들의 역할도 거의 다 
특출난 인공 지능을 지닌 로봇에게 뺏길 날도 머지않았다. 앞으로 인간의 손, 발, 맨
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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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것—간단한 예로 비행기와 잠수함처럼—은 다 이루어진
다는 확신을 오래전부터 품고 있었다. 지구상에서 아직 육지는 개발할 여지가 너무 
많다. 바다는 어떤가? 바다는 육지보다 훨씬 더 넓다. 수중 도시와 농촌으로 구성된 
세계국가의 건설도 이제 꿈만은 아니다. 그 다음 단계는? 무한한 우주가 우리를 기다
리고 있다.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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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학의 밝은 미래가 찍힐 
청사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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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주제. 자신의 꿈과 잠재능력 • 긍정적 학습 마인드 형성 • 효과
적 학습전략

박성익 (사범대학 교육학과 명예교수)

1. 머리말

  성공적인 학습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것은 모든 학생들의 소망일 것이다. 
그러나 꿈의 실현을 위한 성공적 학습에는 왕도(王道)가 없다. 학생들마다 지향하는 
꿈이나 학습목표가 다르고, 학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우수한 능력을 획득하는 방
법도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꿈의 실현 및 효과적 학습전략을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매
우 어렵다. 일반적으로 성공적인 학습을 통해 꿈을 실현하게 되면, 자신의 적성, 소
질, 능력에 따라서 스스로 설정한 성취목표를 달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꿈의 실현의 바탕이 되는 성공적인 학습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학
생이 목표성취 의식이나 동기 및 의지가 약하거나, 목표성취의 기술을 제대로 터득하
지 못하고 있거나, 수행해야 할 학습활동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자신
의 꿈을 설계하고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신을 어떻게 성찰해 보아야 하며, 성공적
인 학습 마인드를 어떻게 형성해야 하고, 그리고 꿈을 실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학습
전략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자신의 꿈 설계와 자신의 학습특성 성찰

  자신의 꿈을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려면 무엇보다도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파악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미래의 꿈이 무엇인
지를 분명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상적인 학교생활에 타성화되어 있거나 다람
쥐 쳇바퀴 돌듯이 학교를 오가며 수동적으로 학교학습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
생활이나 학습활동을 통해서는 결코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자신의 
꿈을 실현하려면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즉, 학생 스스로 
‘얼마나 자신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기성찰을 반드시 해 볼 필요가 있다.

 1) 자기성찰을 통한 ‘자신의 꿈’ 설계
  흔히 말하기를, 99%의 사람들은 현재를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반면에, 단지 1% 
사람만이 미래를 내다보면서 현재 어떻게 행동하여야 할지를 찾는다고 한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12세에 친구들 앞에서 아카데미 감독상 수상 소감을 흉내내었고, 빌 
게이츠는 10대 시절부터 세계 모든 가정에 컴퓨터가 한 대씩 설치되는 것을 상상했다
는 것이다(김회평, 2017). 이러한 예화는 자신이 원하는 미래 모습을 계속 머릿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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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면 불가능한 것 같지만 잠재적인 능력이 발휘되어 그 꿈이 실현된다는 것을 시사
해준다. 따라서 꿈을 찾기 위한 자기성찰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
할 것이다. 학생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하면서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공부
하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될 때가 있다. 또한 무엇이 성공인지가 모호해질 때도 있다. 
이러한 의문은 학생들이 누구나 다 가져보지만 결코 그 해답을 간단히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경우에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활용하여 자신에게 계속 묻고 해답
을 찾아 볼 필요가 있다. ① 나는 무엇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며 내가 이루고자 하는 
성공은 무엇인가? ② 나는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있는가? 재산, 명예, 권좌, 봉사 등
에서 어느 것을 인생의 최고 가치로 삼고 살아가려고 하는가? ③ 목적성취를 위해 얼
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에디슨은 ‘실패원인의 90%가 게으름 때문이다’라고 말
했다. 노력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④ 어려운 일이나 난관에 봉착했
을 때, 여기가 끝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내가 현재 처한 역경은 끝이 아니며, 지
금은 실패했으나, 또 다른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 홈런왕은 3진 스트라이크를 
당한 횟수가 홈런 수보다 3배나 더 많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⑤ 학교생활
을 위하여 체계적 시간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 하루→1주일→한 달간의 학습
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 학습계획 수립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학습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정도의 학습 분량
을 선정해야만 한다. 만일 욕심을 내어서 한정된 시간에 무리하게 많은 것을 학습하
겠다고 학습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시간은 자신에게 무
한대로 공급되지만, 그렇다고 시간이 자신을 절대로 기다려 주지 않는다는 사실도 잊
어서는 안 된다.

 2) ‘코이의 법칙’과 웅대한 꿈의 설계
  관상어 중에 ‘코이’라는 잉어가 있다. ‘코이’는 작은 어항에 넣어 두면 5~8cm 밖에 
자라지 않지만, 커다란 수족관이나 연못에 넣어두면 15~25cm까지 자라고, 강물에 방
류하면 90~120cm까지 성장한다. 같은 물고기인데도 어항에서 기르면 피라미가 되고, 
강물에 놓아기르면 대어가 되는 신기한 물고기이다. 이를 두고 ‘코이의 법칙’이라고 
말한다(허준혁, 2013). 사람들도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다. 사람들은 누구나 
100%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처한 환경으로 인해 10%의 능력도 발휘해 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다. 물고기도 노는 물에 따라 크기가 달라지듯이 사람 
또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자신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과 꿈’
의 크기가 달라지고, 어떤 크기의 꿈을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수준도 크게 달라진
다. 큰 꿈을 가진 사람과 함께 생활하면 자신의 꿈도 커지게 된다. 앤드류 카네기는 
‘평균적인 사람은 자신이 가진 에너지와 능력의 25%밖에 사용하지 않지만, 자신의 에
너지와 능력의 50%를 사용하는 우수한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큰 꿈을 갖고 자
신의 에너지와 능력의 100%를 쏟고 있는 탁월한 사람에게 고개를 숙인다’고 말한 적
이 있다. 꿈이 성공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성공적인 사람이 되려면 가능한 웅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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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가져야 하고 디자인해야 한다. 상식을 깨는 꿈에 도전을 해야만 진정한 성취인
이 될 수 있다. 성공적인 미래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택하는 길과는 엄연
히 차이가 있고, 기존의 틀을 깨고 발상의 전환을 하는 사고방식을 지녀야만 이룰 수 
있다.
  세계적 석학 드르커(2003)는 ‘단절의 시대(the age of discontinuity)’라는 저서에
서 “인간은 주어진 여건이나 환경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객체가 아닌 변화의 주체이
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를 위해 열린다.”라고 강조했다. 나의 미래는 사전에 보장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가는 것이다. 유능한 선장은 잔잔한 바다에서
는 안 나오고, 험난한 바다를 항해해야만 유능해진다. 자신의 미래의 꿈은 아무리 크
게 디자인해도 결코 못 이룰 리 없다고 믿어야 한다. 어떤 꿈도 이룰 수 있다. 누구
에게나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꿈(비전)의 실현가능성은 열려있다. 단지 꿈을 이루고자 
하는 자신의 각오와 실천에 달려 있다. 자신의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부터 
3년 후, 6년 후, 9년 후에는 무엇을 성취하고 있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필
요가 있다. 3년 후, 6년 후, 9년 후에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성취
모습을 그려보게 되면, 아마도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학습활동을 좀 더 체계적으로 
열성적으로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다.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꿈을 성취시키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 최근 하버드대학교 학생들에게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학생
들의 27%는 목표가 없고, 학생들의 60%는 목표가 희미하며, 학생들의 10%는 목표가 
있지만 비교적 단기적이라고 응답했다. 단지 3%에 해당하는 학생들만이 명확하면서
도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꿈은 누구나 가
질 수 있고, 꿈을 크게 갖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으나, 큰 꿈을 성취하려는 의지
를 갖고 실천에 옮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시사해준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기 자신을 제일 못 믿고, 자기 자신
을 제일 모른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원대한 꿈을 그려놓고, 내가 이러한 
큰 꿈을 정말 이룰 수 있을까라고 반신반의하며, 자신의 꿈을 허상으로 생각하면서 
꿈을 이루고자 적극적으로 도전하지 않는다. 사실은 원대한 꿈을 이루고자 도전하는 
것이 인간의 특성이며, 도전하는 사람만이 꿈을 이루게 된다.

 3) 꿈의 실현과 성공적 학습의 비결: ‘최선의 노력’, ‘도전정신’, ‘남과 다른 길(방법)
의 선택’.

  꿈을 실현하는 비결은 무엇보다도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일)이나 잘 하는 공부(일)
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학습에 실패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습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심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성공적인 학습은 도전감, 집착력, 지구력, 집중력, 
인내심 등의 목표성취지향적인 심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을 때 가능하다. 그러므로 학
습에 실패를 거듭하는 학생들은 이러한 심리적 특성을 기르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왜
냐하면 학습과제가 매우 어렵거나 생소하더라도, 끝까지 학습과제를 해결하겠다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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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신과 집착력이 없으면, 창의적 학습과제 해결도 어렵고 성공적인 학습을 기대하
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학생들의 도전적인 사고와 엉뚱한 과제 해결전략은 자칫 
일탈현상으로 비추일 수도 있어서 탈선에 대한 걱정이 앞서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독
특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자신 및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신뢰감을 얻
기까지 상당한 심리적 갈등을 극복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이러한 ‘도전력과 도전정
신’이 없으면 창의성은 발현되기 어렵고, 큰 성공을 이룰 수 없다.
  성공적인 학습이란 누구나 성취할 수 있는 학습과제의 달성이 아니라 남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기법으로 주어진 학습과제를 독창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말한
다. 모방에 의한 양적 생산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우리는 창조에 의한 질적 생산시대
에 살고 있다. 미래사회에서는 모방에 의한 양적 생산의 ‘제품’은 가치가 없고 경쟁력
도 없으며, 창조에 의한 우수한 질적 ‘작품이나 산출물’이 고부가가치와 경쟁력을 지
니게 된다. ‘작품’과 ‘제품’의 차이를 비유적으로 말하면, 작품은 영혼(spirit, mind)이 
담겨져 있는 창조물이나 산출물을 말하며, ‘제품’은 단지 기계적으로 복제된 모방적 
산출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미래사회에서 높이 평가되는 인간상은 영혼이 담
긴 창조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창조형 인간, 비전형 인간, 호기심형 인간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사람만이 꿈을 실현하기 위한 성공적인 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스라엘 민족이 독창성이 높은 이유는 그들의 교육문화와 학습풍토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유태인의 탈무드에 나오는 대화법은 질문과 토의를 통해서 스스로 새로운 
지혜를 깨우치도록 하는 탐구식 교수학습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스라엘 언어인 ‘히브
리어’라는 말 뜻 자체가 ‘남과 다른 편에 서다, 남과 다른 길을 가라’, ‘학습에서 스스
로 혼자서 다른 편에 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스라엘 교육의 학습풍토는 ‘남
과 다른 길(방법)을 택하여 자신의 독특성을 발견하라’고 강조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나라 학습풍토에서는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것은 왠지 시시해 보여서 하지 않으
려 하고, 자신이 잘 할 수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이 잘 하는 것이 부러워서 따라하려
고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 흐르는 물은 절대로 직선으로 흐르지 않는
다. 환경에 따라 유연성있게 흐른다. 공부도 유연성있게 해야만 한다.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공부나 일을 선택하여 유연성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공적 학습의 
비결이다.
  학교에서 교과공부를 전반적으로 잘하는 것은 평범한 성취밖에 이루지 못하게 된
다. 그러므로 다른 학생들이 가지 않는 새로운 길과 방법을 택하여 도전정신과 지구
력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학습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때, 성공적인 학습
을 하게 되며 자신의 꿈을 성취할 수 있게 된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과학자, 예술가, 
문학자, 스포츠선수 등 많은 위인들의 성공실화를 살펴보면, 그들은 매우 독창적이고 
도전정신이 특출하다는 것을 쉽사리 알 수 있다.

 4) 자신의 적성‧소질‧재능‧특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점수, 등수, 내신등급 등 숫자에 얽매어 모든 학습활동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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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고 있다. 물론 점수나 등수를 도외시할 수는 없겠지만, 학생들이 전체 교과목의 
‘시험성적’ 즉 점수와 등수에만 얽매여서 맹목적으로 경쟁학습을 하다 보면 공부는 재
미없게 마련이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적성이나 소질 및 특기 등을 계발하지 못하게 
된다. 그 결과, 어느 한 과목도 제대로 잘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학습에 
흥미도 상실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므로 성공적 학습을 위해서는 자신의 적성, 소
질, 재능, 특기를 살린 ‘자신의 차별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자신의 차별화라는 관
점에서, 인간은 제각기 독특한 능력과 소질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는 미국 하버드대
학교 심리학 교수인 Gardner(2011)의 ‘다중지능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적어도 8가
지의 지능을 다양한 수준으로 지니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①언어지능: 언
어이해, 표현능력(소설가, 시인, 번역가), ②논리‧수학적 지능: 귀납적‧연역적 추론, 규
칙, 원리의 인지능력(수학자, 과학자), ③음악지능: 음조, 가락, 리듬 어조에 대한 감성
(작곡가, 성악가), ④신체운동지능: 물건을 민첩하게 다루는 능력, 근육의 빼어난 사용
능력(운동선수, 무용가), ⑤공간지능: 3차원 세계를 지각, 재창조, 변형하는 능력(조각
가, 건축가), ⑥대인간 지능: 타인의 행동 동기 이해능력, 타인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
로 합리적 생산적 행동 수행(정치가, 사업가), ⑦개인 내적 지능: 자신의 사고유형, 정
서를 이해하여 자신의 정서적 삶을 실현하는 능력(성직자, 사회사업가), ⑧자연이해지
능: 자연계의 여러 현상에 민감(과학자, 인문학자) 등이다.
  모든 학생들은 이러한 8가지의 지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학생들마다 제각기 이러한 
8가지의 지능들 중에서 특정 지능은 매우 탁월하게 높은 수준으로 갖고 있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8가지 지능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의 지능을 융합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갖
고 있는 경우도 있다. 즉 모든 학생은 제각기 독특한 적성, 재능, 소질, 특기를 가지
고 있으며, 누구든지 자신의 차별화된 재능, 적성, 소질, 특기를 발현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다른 학생들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차별화된 적성, 재
능, 소질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꿈을 실현하는 길이고 성공적 학습의 지름길이 될 것
이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성 특성들도 성공적 학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 성공적 학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성 특성들로는 ①위험을 감수하려는 모험
심, ②과제에 대한 인내와 끈질긴 과제집착력, ③호기심과 탐구심, ④경험에 대한 개
방성, ⑤자신에 대한 높은 신뢰성과 높은 자기존중감, ⑥풍부한 상상력, ⑦자신의 일
에 대한 높은 열정(내적 동기), ⑧독자성 또는 독립성, ⑨풍부한 유머감각 등이다. 이
러한 인성 특성들을 많이 그리고 높은 수준으로 지니고 있을수록 성공적 학습을 더욱 
잘 수행하게 되며, 그 결과로 매우 탁월한 성취결과나 독창적 산출물을 얻게 된다.

 5) 자기성찰을 통한 자신의 학습 강점 · 약점 파악하기
  자기성찰의 기법은 다양하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간단한 질문을 통해서도 자
신의 학습 강점과 약점에 대하여 스스로 성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①내가 이루
고자 하는 미래의 꿈은 무엇이며,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인생목표는 무엇인가? 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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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부가 쉬운가? 어려운가? 재미있는가? 재미없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③내가 
평소에 잘 하는 것과 잘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④내가 학습에 몰입하지 못하는 이유
는 무엇인가? ⑤나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은가? 적은가? ⑥내가 현재 받고 
있는 스트레스는 무엇이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⑦자신
은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⑧부모님은 나를 어떤 아들, 딸이라고 생각
할까? ⑨ 선생님은 나를 어떤 학생이라고 생각할까? ⑩친구들은 나를 어떤 아이라고 
생각할까? 이러한 10개의 질문에 대하여 스스로 자기성찰 일지를 간략히 작성해 보
면, 자신에 대하여 어느 정도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또한 꿈의 실현이
나 성공적인 학습을 위한 자신의 강점과 약점들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자신의 적성, 소질, 재능 등의 잠재역량을 탐색하는 효과
적인 전략은 자신의 학습관련 ‘강점‧약점’을 분석해 보는 것이다. 즉 자신의 학습관련 
특성 중에서 강점으로 자신이 잘하거나 흥미가 있는 학습교과 및 학습활동이 무엇이
며, 반면에 약점으로는 싫어하고 재미없어 하는 학습교과 및 학습활동이 무엇인지를 
나열해 보면, 자신의 적성, 소질, 재능, 흥미, 지구력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시 말하면, 잘 하는 것과 잘 못하는 것,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 쉬운 것과 어
려운 것, 재미있는 것과 재미없는 것을 나열해 보면, 자신의 학습 성향을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라서, 잘 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전반
적인 학습력을 강화하게 되면, 잘하지 못하는 학습영역도 점진적으로 학습역량이 강
화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공부하는데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약점들
보다는 자신이 쉽고 재미있고 잘할 수 있는 자신의 강점 학습영역부터 적극적으로 학
습을 전개하면, 학습의욕과 학습동기가 증진되게 되며, 자신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
하는 학습영역도 점차 자신감을 얻게 되며, 학습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친구들과 상호관계를 유지하려고 여러 친구들을 항상 만나려고 하면, 자신의 
학업시간을 그만큼 상실하게 되고, 점점 학업에 소홀하게 된다. 그리하여 자주 만나는 
친구들의 이름을 20명 정도 나열해 놓고, 학업집중 기간에는 그 중에서 가장 친한 친
구들(예를 들면, 3명)만 만나기로 작정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6) 학습능력의 결정 요인: ①전반적 지능이 아닌 다양성, ②맥락에 따라 변하는 상황
성, ③독특한 개인성

  토드 로즈(2018)는 ‘평균의 마수(魔手)’에서 벗어나기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
다. 첫째, 사람의 능력은 분야마다 다르다는 ‘들쭉날쭉의 원칙’이다. 들쭉날쭉의 원칙
‘은 재능, 지능, 성격, 창의성 등 인간의 거의 모든 특성은 들쭉날쭉하다는 것이다. ’
공부를 잘 하는 사람이 일도 잘 한다‘는 식으로 개인에게 ’전반적 지능‘이 있다는 가
설을 거부한다. 둘째, 집에서는 내성적으로 생활하는 학생이 학교에서는 외향적인 특
성을 나타내는 학생과 같이 상황에 따라 개인의 활동성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맥락
의 원칙’이다, ‘맥락의 원칙’은 인간은 내향적인 동시에 외향적이고, 이성적인 동시에 
감성적인 모순적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르게 반응한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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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셋째, 모두가 같은 속도와 같은 방식으로 진로를 선택할 필요는 없으며,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는 ‘경로의 법칙’이다. ‘경로의 법칙’은 신체와 지능 등의 
‘정상적인’ 발달 속도나 경로를 인정하지 않는다. ‘빠를수록 더 똑똑하다’는 것은 옳지 
않으며, 개개인에게 적절한 발달경로가 따로 있다는 것이다. 모든 학생들은 각자가 세
상에서 유일하고 독특한 개인성(individuality)이 있는 존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그리고 학생들은 교과목의 시험성적에 얽매여 능력의 우선순위가 결정되
고, 성적순위에 따른 줄서기가 곧 개별 학생의 능력수준을 결정짓는다는 우를 범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 시험성적에 매달리지 말고, 개개인의 가치와 독특성을 살려나가
도록 자신의 학습관과 진로관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7) 자신이 가장 잘하거나, 좋아하는 공부(진로)의 선택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적성, 소질, 재능, 특기 등을 중심으로 공부하거나 또는 
흥미와 관심이 많은 학습내용을 중심으로 공부하여야 한다. 자신은 여러 가지 측면에
서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다. 오로지 나만의 길(my way)을 가
는 것이 성공적 학습에 이르는 첩경이다. 모든 학생들은 잠재능력, 특기, 적성, 흥미 
등이 판이하게 다르다. 남과 다른 길을 가려면 자신의 독특성을 발견해야 한다. 학교
에 다니면서 가장 힘든 선택 중의 하나는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와 미래 진로를 선
택하는 일이다. 좋아하는 공부(일)를 해야 할까? 잘하는 공부(일)를 해야 할까? 분명
한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어렸을 때 가졌던 꿈과 관련된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꿈과는 관련성이 좀 멀더라도 자신을 당장 필요로 하는 일에 종
사하며 살게 된다는 것이다. 선수들의 특징을 줄줄 외우고 있는 스포츠광(狂)이 스포
츠용품 가게를 낸다고 해서 모두 성공하는 건 아니다. 본인이 스포츠를 좋아하는 것
과 사람들에게 용품을 사게 하는 건 다른 영역의 문제이다. 맥어스킬이 저술한 책을 
전미영(2017)이 옮긴 ‘냉정한 이타주의자’에 나오는 이야기다(백영옥, 2018). 캐나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본인이 열정을 쏟는 분야가 있느냐고 질문했다. 좋아하는 
분야가 있다고 응답한 84%의 학생 가운데 90%가 음악, 스포츠, 예술 분야에 관심을 
표명했다. 흥미로운 점은 음악이나 예술, 스포츠와 관련된 일자리는 전체 분야의 불과 
3% 정도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맥어스킬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이 좋아하고 열정을 
가진 분야에서 일하라는 조언은 독(毒)이 될 수도 있으며, 좋아하고 관심을 가지는 일
은 생각보다 자주 바뀔 수도 있다.
  최근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이 발전하면서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미래의 직업분야 변화’에 대한 전망을 보면, 현재 중고등학생들이 학교에
서 학습하는 지식의 상당 부분은 AI와 함께 초연결사회로 접어들면서 사실상 그 효용
가치가 사라지게 되며, 현재 직업분야의 약 50% 이상은 사라지게 될 것으로 전망하
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잘하거나 좋아하는 공부(진로)를 선택함과 동시에 그러한 공
부(진로)에 AI를 접목시키는 융합적 역량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심리학자 
대니얼 길버트(2006)는 사람들의 관심사가 생각보다 훨씬 자주 변화하기 때문에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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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를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불과 10여 년 전에, 우리가 가졌던 
관심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만 돌이켜 봐도 쉽사리 이해할 수 있는 주장이다. 따라서 
내가 잘하거나 좋아하는 공부(일)을 선택하면서 미래의 지식세계와 직업분야의 변화추
이에 대비하면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만 할 것이다.

3. 긍정적 학습 마인드 형성

 1) 긍정적 학습 마인드(positive learning mind)  형성 기법
  “피그말리온 효과(Pygmalion Effect)는 일명 ‘자성예언 또는 자기충족적 예언’이라
고도 말하는데, 피그말리온 효과란 사람은 진실된 자신보다 남으로부터 기대받는 모
습대로 행동하게 된다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키프로스 섬의 
왕 피그말리온이 상아로 만든 여인상을 사랑하고 있었는데, 미와 사랑의 여신인 아프
로디테가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어 아내로 삼게 했다는 전설에서 유래되었다. 오래 동
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 꿈을 이루게 된다는 말이다. 이 말은 교사나 부
모가 기대하는 대로 학생이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자기충족적 예언(자성예언)을 나
타내는 말이다. 학생들에 대한 기본적 신뢰, 학생의 능력에 대한 가능성을 믿지 않고
서는 우수한 교육성취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학생도 스스로 자
신의 능력을 믿고, 원하는 성취수준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면, 성
공적 학습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스티그마 효과(Stigma 
Effect)’란 부정적 낙인 효과를 말하는데, 이를 테면, ‘난 안돼’, ‘난 목표 성취하기 어
려울 거야’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 정말 잘 할 수 있는 것도 실패하게 되는 결과
를 가져온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성공적 학습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긍정심리학(positive psychology)’을 연구하고 있는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 심리학
과의 Seligman과 Csikszentmihalyi(2014)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이 세상을 보
는 관점 또는 인지하는 방식에 따라서 결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즉 세상의 
사물과 현상을 긍정적으로 인지하게 되면, 인지적 활동이 더욱 적극적‧능동적으로 활
성화되면서 산출결과나 학습결과가 향상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자신은 능력이 부
족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보다는 자신은 능력이 많다고 생각하는 학생의 학습 성취 결
과가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앞으로 공부할 것이 절반이나 남았다고 생각하는 
학생보다는 공부할 것이 절반 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학습을 훨씬 더 쉽
사리 성공적으로 마친 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이 직면하고 있는 학습과제가 
자신의 능력수준에 비추어 다소 어려울지라도 스스로 해결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긍
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면, 학습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게 된다. 
  Cooperrider(2005)가 주장하고 있는 ‘긍정적 탐구(appreciative inquiry)’란 학교
학습에서 자신의 능력면에서 어려워하는 교과내용이나 학습영역을 성취하려고 하기 
보다는 자신이 잘 할 수 있거나 좋아하는 교과내용이나 학습영역을 중심으로 학습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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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수행하게 되면, 즉 자신의 학습 강점을 살려서 공부하게 되면 학습 성취 결과가 
전반적으로 향상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학습능력이나 학습방법을 조명
(mirroring) 해봄으로써, 자신의 학습능력이나 학습방법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여, 
학습능력이나 학습방법의 강점, 장점, 재능을 발견하고, 이러한 강점, 장점, 재능을 강
화하게 되면, 성공적인 학습의 길이 열리게 된다.
  한편 플라시보 효과(Placebo Effect, 자기믿음 효과)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프
랑스의 약사이며 심리치료사였던 에밀 쿠에(Emile Coue)가 1922년 에세이집에서 쓴 
용어로써, 진심으로 자신을 믿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말이
다. 즉 자기 믿음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강조한 말이다(Benedetti, 2014), 이는 아이에
게 알약같이 생긴 ‘사탕’을 ‘감기약’이라고 먹였을 때, 의외로 감기가 치료되는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똑같은 두 잔의 커피를 한 사람에게 맛을 보도록 하면
서, 한 잔은 2,000원 짜리고, 다른 한 잔은 4,000원 짜리라고 말해주면, 당연히 
4,000원 짜리 커피가 훨씬 더 맛있다고 감탄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러한 효과를 
플라시보 효과라고 말하는데, 학습활동에서도 어떤 학생에게 너는 기본적 능력 수준
이 높은 학생이라고 격려해 주면, 그 학생은 의외로 자신의 능력수준이 높다는 믿음
을 갖고 우수한 학업성취수준을 획득하게 된다.

 2) 자신의 학습능력과 학습특성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믿음 심리
  꿈을 이룬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의 성취결과에는 타고난 능력, 높은 지능, 뛰어난 
실력도 어느 정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긍정적 태도와 믿음의 심리이다. 다
시 말하면, 성공한 사람의 강점은 소질이나 재능보다는 긍정적 태도와 믿음 심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긍정적 태도와 믿음이란 성공의 필수 요소이다. 무엇이든지 자
신이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태도이며,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는 
성공의 열쇠이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였던 William James는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격이 되고, 성격이 운명
이 되어, 자신의 일생을 결정짓는다.’고 언급하였다. 내 생각과 내 말이 내 삶을 결정
한다는 뜻이다. 진정으로 이러한 것을 알고 있다면, 생각과 말을 함부로 해서는 절대
로 안 된다. 함부로 했던 불평불만의 마음, 부정적인 말을 모두 지워버리고 긍정적인 
태도와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성공을 경험하게 된다. 더 나아가 분명히 패배할 상
황 하에서도 승리를 다짐하면, 결국 승리하게 된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
을 하면,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신의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된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지금 하는 ‘말’이 바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
  성공을 하려면 ‘꿈은 꼭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믿고 꿈이 이루어진 모습을 그려보
면서, 꿈을 이루고자 간절하게 바라면서, 꿈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 끈기있게 노력하면 꿈은 결국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데 꿈과 현실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 현실에만 매달려서 상황을 바라보면 결코 꿈을 향한 자
기발전을 이룰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꿈을 이루려는 강한 의지와 동기와 의욕을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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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불어넣으면서 한걸음 한걸음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에 창의적‧융합적 문제해결 
역량도 신장되고 자신의 삶을 경영할 능력도 생기게 된다.
  또한 많은 실패를 거듭하더라도 꿈의 성취에 대한 믿음을 굳게 가져야 한다. 꿈을 
이루는 길은 그리 평탄하지 않다. 성공적인 사람이 되려면 많은 시련과 힘든 역경을 
이겨내야만 한다. 성공이란 안일하게 생활하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직면하고 있
는 어려운 환경조건이나 여건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
이 겪고 있는 역경의 원인을 외부환경에서 찾는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역경과 기회
를 결정하는 것은 외부환경이 아니라 외부환경에 대한 자신의 태도이다. 공부(일)가 
잘 안 되어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포기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포기란 스스로 최선을 다해도 끝낼 수 없을 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확고하
지 않고 흔들리며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비관론자는 매번 
기회가 찾아와도 고난을 먼저 본다. 낙관론자는 매번 고난이 찾아와도 기회를 먼저 
본다.
  공부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실패의 가능성은 있다. 어떤 사람은 실패
의 원인이 ‘내가 재능이 없기 때문이거나 운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이런 생각
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보다 중요한 것은 실패를 하더라도, 실패를 극복할 수 있
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나, ‘실수와 실패를 하면 큰 
교훈을 얻는다’라는 말과 같이, 성공을 향한 실패들은 그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다. 아
인슈타인은 실수와 실패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새로운 시도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지적하였다. 꿈을 이룬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은 ‘정말로 하고 싶었
던 일을 열정을 갖고 실패를 이겨내고자 계속 노력했을 뿐이다’라고 말한다.

 3) 꿈의 실현을 위한 ‘10,000 시간의 법칙’
  인간생활의 모든 분야와 영역에 걸쳐 ‘혼이 담긴 철저한 연습 또는 학습(deliberate 
practice)을 10,000 시간 실행하면, 누구나 세계 최고의 석학이나 최고의 전문가가 
된다는 것이 ‘10,000 시간의 법칙’이다(말콤 그래드웰, 2009). 10,000시간의 연습/학
습 시간이란, 매일 8시간씩 학생이 공부한다고 가정하면, 약 3년 2개월 정도 소요되
는 시간이다. 그러므로 중학교 3년간이나 또는 고등학교 3년간만 공부해도 10,000시
간 중의 약 88% 정도를 학습하게 되므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
부한다면, 최고의 전문가에 근접할 수 있는 학습을 수행하는 것이다. 10,000 시간의 
법칙은 어떤 분야이든지 간에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데 매우 유효한 법칙이므로, 꿈의 
실현을 이루려는 학생들은 ‘10,000 시간의 법칙’, 대략 3년 정도의 몰입을 통한 학습
을 실천하면 분명히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 꿈의 실현과 성공적 학습은 힘든 고통을 이겨내야만 이루어진다.
  꿈을 실현시키고 성공적인 학습을 수행하는 활동이 쉽고 재미있다면, 누가 그 활동
을 싫다고 하겠는가!! 고통을 수반하지 않고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위대한 성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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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은 능력수준과 상관이 없으며, 노력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말은 진리이
다. ‘신중하고 철저하게 계획된 훈련과 학습이란 힘들고 지루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이다’라는 말은 결코 헛된 말이 아니다. ‘역경이 기회다’라는 말은 역설적으로 그 
역경을 이겨내고 기회로 삼는다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재미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공한 사람들의 특성은 역경을 이겨내고 넘어서서 자신의 큰 뜻과 
꿈을 이루어낸 사람들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역경에 처하게 되면, 나에게
만 역경이 주어지는 것 같아서, 자신의 현실을 한탄하며 세상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불평하게 되는데, 이러한 불평은 성공보다는 실패를 불러오는 정신력의 약화를 가져
온다.

 5) 성공적 학습 마인드 형성의 심리적 특성: 열정, 인내, 집중(몰입)
  성공적 학습 마인드를 형성하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심리적 특성은 ‘열정, 인내, 
집중(몰입)’이다. 첫째, 열정/간절함은 공부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도 
꼭 필요한 기본 요인이다.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열정이 없이, 누가 시켜서, 누
구한테 혼나지 않으려고 공부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성공적이지 못할 것이다. 둘째, 
인내란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견디어내는 능력으로, 인내력이 강한 사람은 어떤 시련
과 고통이 와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인내는 자신과의 싸움이다. 사람들은 살면서 
누구든지 모두 어려운 역경에 처하게 될 때가 있다. 그럴 때 일수록 더욱 인내력이 
요구된다. 인내심을 갖고 계속 훈련하면 힘들었던 고비를 어느새 넘기고 목표에 도달
하게 된다. 셋째, 집중(몰입)이란 한 가지 공부(일)에 마음을 온전히 쏟는 심리적 특성
이다. 자리에 앉으면 최소한 2~3시간은 집중해서 공부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만약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면, 공부를 잘 할 수 없으며, 학습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된다.

4. 성공적 학습을 위한 효과적 학습전략
 1) 성공적 학습을 위해서는 학습과제의 난이도 수준 50% 정도가 적절
  학습하고자 하는 학습과제의 난이도 수준은 성공적인 학습 수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하나이다. 학생 자신의 학습능력 수준에 비추어 볼 때, 학습과제 난이
도 수준이 50%, 즉 학습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각성수준이 50% 정도일 
때, 학생들은 학습동기가 가장 높아지게 되며, 학습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취수준도 
가장 높아지게 된다(Hebb,1949). 다시 말하면, 학습과제의 난이도가 너무 높으면(학
습과제를 매우 쉽게 풀 수 있으면), 학생들은 학습동기나 학습흥미를 잃게 되며, 학습
과제의 난이도가 너무 낮으면(학습과제를 풀기가 매우 어려우면), 역시 학습동기도 낮
아지고 학습흥미도 잃고 학습을 포기하게 된다. 그러므로 개별 학생의 학습능력 수준
에 비추어 학습과제의 난이도 수준을 50% 정도로 유지하게 되면, 학업성취도가 가장 
높아지게 되며 성공적 학습이 이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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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습활동 경과시간에 따른 ‘주의집중도 곡선’과 ‘학습기억량의 변화’ 
  모든 학생들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대략 40-50분이라는 단위 학습시간에 정신적 활
동과 신체적 활동이 조건화(conditioning)되어 있다. 이러한 50분 단위 수업이라는 
학습활동의 조건화는 학습에의 주의집중도와 학습기억량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이를 테면, 학생들이 수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주의집중도가 대략 80% 정도이며, 
수업을 시작한지 약 10분 내외가 경과되면 주의집중도가 대략 90% 정도까지 향상되
었다가, 수업 시작 10분 후부터 45분 내외가 경과할 때까지 주의집중도는 대략 30% 
수준까지 하락하게 된다. 그리고 수업을 마치게 될 무렵 마지막 5-10분 사이에는 주
의집중도가 대략 70%까지 다시 향상하며 수업을 마치게 된다. 이러한 주의집중도 곡
선의 변화 현상은 학습기억량의 변화 곡선과 거의 일치한다. 그러므로 수업을 시작한
지 10분이 경과한 후부터 수업을 미칠 때까지 주의집중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특별한 
처방이나 전략을 모색해야만 효과적인 학습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생들에게 
주의집중도를 높게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적 도식(Schema), 사진, 도
표, 동영상, 동작활동 등등 다양한 시청각 학습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학
생들은 시각, 청각, 촉각 등을 동시에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학습전략을 택하면 성공
적 학습을 할 수 있다.

 3) 학습한 지식의 망각곡선과 장기기억 촉진을 위한 반복 학습전략
  지식 구성요소들 간의 연계성에 기초한 지적 도식(지식 망구조) 기억, 학습과제의 
매우 높은 필요도와 중요도, 특이한 자극을 동반한 결정적 기억, 반복학습 등은 장기
기억을 촉진시키는 효과적 방법이다. 학습한 내용이 매우 인상적이었거나 중요하였다
면 그대로 장기기억에 남아있게 되겠지만, 일상적으로 학습한 내용은 대체적으로 장
기기억에 남아있지 않게 된다. 장기기억에 남아있게 하는 전략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한 내용이 기억 속에서 망각되거나 소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반복학
습 전략이 필요하다. 에빙하우스(Ebbinghaus)의 연구결과를 참조해 보면, 엄밀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학습한지 20분이 지나면 기억된 지식의 58%만 남아 있고, 1
시간이 지나면 44%, 1일이 지나면 33%, 6일이 지나면 25%, 31일이 지나면 21% 정
도 남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단 학습을 마친 후에는 6일 이내에 복습을 할 필
요가 있고, 31일 이내에는 반드시 반복학습을 하는 것이 장기기억에 남아 있도록 하
는 효과적인 학습전략이다.
  둘째, 학습한 내용이나 지식을 모두 기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기억해야 
할 지식과 잊어도 괜찮은 지식 그리고 꼭 알아야만 할 지식과 몰라도 괜찮은 지식을 
선별하는 것은 기억의 인지부하량을 상당한 정도로 효율화시켜 주게 된다. 그러므로 
학습한 내용이 다양하고 매우 많을 경우 학습한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 내용요소를 
선별하여 기억하고 학습내용요소들 간의 망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효과적인 기억전략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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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소리내어 읽으면 기억이 더욱 잘 된다. 캐나다 워털루대학교 심리학과의 
MacLeod와 Bonner(2017) 교수는 글로 쓴 정보를 ①소리없이 읽기, ②남이 읽어주
는 것을 듣기, ③자신이 읽어 녹음된 것을 듣기 ④직접 소리내어 읽기 등 4가지 방법
을 통해서 학습한 내용을 기억하게 하고, 후에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지를 실험하
였다. 그 결과, 스스로 직접 소리내어 읽는 방법이 기억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
났다. 뿐만 아니라, 글을 쓰거나 타이핑하는 것도 그 글에 대한 기억을 향상시킨다는 
결과도 밝혔다. 이는 학습과 기억은 스스로 적극적인 개입이 있어야 효과적으로 이루
어진다는 것으로, 어떤 단어에 행동적 요소가 가해지면 장기기억에 보다 뚜렷이 저장
되게 됨을 말해준다.
  넷째, 공부를 잘 하는 학생과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공부 방법 면에서 차이가 있
다. 공부의 비결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고. 방향보다 방법이 중요하다.’ 방향은 같
아도 방법은 다양하게 많다(예를 들면, 위로 올라갈 때, 걸어서 가기, 사다리 타기, 계
단 걷기, 에스컬레이터 등등). 그러므로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과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 즉, 효과적 학습을 위해서는 학습내용을 빨리 학습
하는 ‘학습속도’보다는 다른 각도에서,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법으로, 다른 생각으로, 
기억하고 문제를 풀어 보는 ‘학습방향과 학습방법’에 따라서 기억도 잘 되고, 또한 절
차적 지식의 획득으로 장기기억에 남아 있게 된다.

 4) 성공적 학습을 원한다면, 무엇을 포기할지부터 결정해라!!
  하고 싶은 것을 모두 다 이루려고 하다가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꼭 이루고 싶
은 것을 한 가지만 선택하고, 선택한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
공적인 학습의 첩경이다. 공부도 만능인처럼 여러 교과목을 모두 다 잘하며 운동도 
잘하고 예능도 잘하려고 하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잊어서
는 안 된다. 그러므로 성공목표를 한 가지만을 설정하고 노력하는 것이 효과적인 학
습을 위한 최선의 전략이다. 효과적 학습전략을 안내하는 책들을 읽어 보면, 성공적인 
학습을 향한 첫걸음으로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라고 조언한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즐
기고 싶은가’에 답하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분명한 목표 설정 
자체보다도 우선적으로 ‘나는 어떤 고통을 견딜 수 있는가’에 대하여 학생 스스로 답
을 찾는 일이다. 특히 ‘무엇을 해야 할지’보다 ‘무엇을 포기해야 할지’부터 마음의 결
정을 내려야 한다. 하고 싶은 일 들 가운데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을 선택하고 나면 
과감히 나머지 다른 것들을 포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해야 할 것만을 선택하는 것보
다는 포기할 것을 결정하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성취목표를 설정하
는 일보다는 자신이 이룰 수 있는 적정한 성취목표를 결정하고자 성취목표 중에서 우
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일들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

 5) 효과적인 학습 습관 형성 및 학습 집중시간 확대 전략
  성공적인 학습을 위한 학습 습관은 하루아침에 형성되거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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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조금씩 단계를 나누어서 세분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하루에 집중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2시간 밖에 안 되는 경우, 1주~2주 정도 간격으로 30분씩 공부시간을 늘려가
는 것이 좋다. 한꺼번에 4시간으로 늘리면 금방 지치고 습관들이기도 어려워지게 된
다. 또한 자신이 세운 계획대로 잘하고 있는가를 학습계획서에 따라서 점검‧기록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스스로 학습계획을 세우고, 학습계획대로 잘 했는지 못했
는지를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유는 스스로 자신의 학습 습관에 대하여 ‘반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매일 학습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점검표를 만들어 자신
의 공부활동을 평가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 나아가 계획대로 학습이 잘 이루어
지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하면서 습관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기대하는 좋은 습관이 형성될 때까지 꾸준히 도전
하면, 언젠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으로 공부하게 된다.
  또한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학습계획서를 일주일 단위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학습계획서를 ‘일주일 단위’로 세우고 실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① 6일 동안의 학습목표 설정: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은 목표를 구체적으
로 세우고 공부할 분량도 정한다. 물론 주중에는 저녁식사 이후부터 취집시간 전까지 
학습계획을 짜야 한다. 일요일은 오전과 오후에 보충 및 휴식시간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
 ② 학습계획서의 실천전략: 세워 놓은 계획을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고 매일 실천계
획을 완료할 때마다 노트에 기록한다. 실천 하긴 했지만, 목표한 만큼 다 하지 못했
으면 △표, 아예 실천하지 못한 겨우는 X표를 한다. 최대한 O표가 많이 나올 수 있도
록 노력해야 한다.
 ③ 보충과 휴식: 일요일에는 6일 동안에 실천 못하고 밀린 계획을 보충하거나, 휴식
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나 X표가 나올 수 있는 사항들은 밀렸다고, 그 다음
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 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야 할 공부가 밀렸다고, 그 
다음날에 하면 계속 밀리게 될 것이다.
  또한 학습활동에서 학습집중 시간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도 훈련이 필요하다. 먼저 1
단계로 50분간 공부에 집중하고, 5분 쉬고, 또 50분간 공부에 집중하고, 5분 쉬는 방
법이 효과적이다. 50분 동안에는 무조건 공부에만 집중한다. 이렇게 훈련이 되면 2단
계로 접어들면서 다음 날부터 강도를 조금씩 높인다. 즉 60분간 공부에 집중하고, 5
분 쉬고, 이어서 60분 공부하고 5분 쉬는 방식으로 하루에 10분씩 집중시간을 늘려 
나간다. 그 다음 3단계에서는 점차로 집중시간을 늘려서 한 번에 120분 정도까지 집
중해서 공부하도록 한다.

 6)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방해요소 제거와 학습실패의 불안 스트레스 해소 기법
  성공적 학습이나 효과적 학습을 하려면, 공부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방해요소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다. 마음을 굳게 먹고, 방해요소(예, 스마트폰)를 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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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완전히 사라지게 해야 한다. 처음부터 유혹거리를 정리하지 않고 그냥 시작하면, 
아무리 마음을 굳게 먹어도 오래 갈 수 없다. 지체하지 말고 지금 당장 주변에 보이
는 유혹이 될 만한 것들을 모두 치워야 한다. 특히 핸드폰, 오락, 게임 등을 딱 한번
만 또는 서서히 안하겠다는 말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한 번에 완전히 끊어야 한
다. 조금씩 줄이겠다는 생각도 금물이다. 핸드폰 오락 게임 등을 조금이라도 하게 되
면 머릿속에서 생각나고 또 다시 하게 된다. 고통스럽더라도 한 번에 끊고, 최소한 3 
주일 동안은 참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학습을 방해하는 잡념이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잡념이나 유혹이 떠
오를 때마다 단 1초의 틈도 주어서는 안 되며, 잡념이 떠오르는 순간 재빨리 자신의 
꿈이나 성취된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이 좋다. 잡념을 벗어나지 않으면, 잡념이 
순식간에 독버섯처럼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컴퓨터 게임이나 
스마트폰 보기 등의 유혹 매체는 책상으로부터 가능한 먼 곳에 두고, 약속된 시간에
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효과적으로 학습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 가운데 상당 부분은 불안과 염려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이다. 이러한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하면 학습에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지며 학습효과도 상당히 낮아지게 된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은 먼저 자신
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내 마음속에 지금 학습실패에 대한 걱정이 가득 차 
있는가? 생각이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 이 때 긍정적인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 자신
이 실패할까봐 불안해하고, ‘만약 실패하면 ~ 할 텐데’라고 걱정하는 것은 학습불안을 
해소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다. 시험에 대한 두려움, 좋지 않은 결과, 그에 대한 좌절 
등 앞으로 경험할 시련, 그로 인한 두려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편 자신에게 힘을 주는 긍정적인 말로 시작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오늘도 완벽한 
하루가 시작되었어’라는 말과 함께 아침을 힘차고 활기차게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항상 자신에게 힘을 주는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한다. 그리고 부정적인 의미를 암
시하는 단어는 아예 사용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다. 나는 실패하지 않을 거
야,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시험을 망치지 않을 거야, 나는 반
드시 성공할 거야, 나는 끝까지 해낼 거야, 나는 시험에서 만점을 맞을 거야 등과 같
이 버릇처럼 스스로 칭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신의 사소한 성취에 대해서도 스스
로 칭찬할 필요가 있다. 영어단어를 모두 암기했거나, 쉬는 시간에 공부를 잘 해냈거
나, 어려운 문제를 혼자 힘으로 해결해 냈을 때, 스스로 ‘역시 난 최고야’ 라고 습관
적으로 칭찬을 한다.

❐ 꿈의 실현과 성공적 학습을 위해 명심해야 할 글귀
• 책상 앞에서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 눈이 감기는가? 그럼 미래를 향한 눈도 감긴다.
• 공부는 시간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이다.
• 성적은 투자한 시간의 절대량에 비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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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노력하면 성취결과는 절대로 나를 배반하지 않는다.
• 공부할 때 고통은 잠시 뿐이지만, 못 배운 고통은 평생간다.
• 불가능이란 노력하지 않는 자의 변명이다. 
• 오늘 할 공부를 내일로 미루지 말라.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
• no pains, no gains(고통을 겪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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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종합 고찰 및 결론

  각 전공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작성한 「고교생의 꿈을 현실
로 이끄는 석학 가이드」는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고교생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
하였다. 사실 상 대학입시 위주의 고교 교육과정 중에는 고교생 자신이 앞으로 무슨 
일을 왜 하여야 되는지 인생의 좌표를 결정할 수 있는 가이드가 없다는 점에서 꿈을 
현실로 이끄는 가이드는 상당히 매력적인 도구로서 의미가 크다. 석학 가이드 10개 
주제의 특강 특징과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1주제인 「훈민정음의 비밀」은 훈민정음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것, 잘못 알려진 
것을 중심으로 훈민정음의 비밀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한글의 정식 이름은 ‘정음
(正音)’이었다. 오늘날 우리가 문자 이름으로 부르는 ‘훈민정음’은 문자 이름이었다기
보다는 훈민정음이라는 책이름이었다. 그것은 ‘백성들에게 정음을 가르친다.’는 의
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것이 ‘백성 가르치는 바른 소리’와 같은 의미를 가지면서, 
어떤 부분에서 그 수혜 계층에서 유학자들을 제외하는 기묘한 의미를 가지기도 한 것
이다. 훈민정음에는 거의 불가사의에 가까운 현상이 있다. 그 하나는 훈민정음 세
종 서문의 한문 글자수가 54자이고, 그 언해의 한글 글자 수가 108자라는 것이다. 
108이란 숫자는 불교에서 신성시하는 숫자이다. 한글 글자 수가 한문 글자 수의 2배
가 된다는 것이 단순한 우연일지 모르나, 몇 가지 언어적 증거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우연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이는 훈민정음에 불교 관계의 인물이 관여하였을 가능성
이 있음을 암시해 준다. 다른 하나는 훈민정음의 초성 대표자들이 4성 7음의 체계
에 따라 배열된 것은 중국 운학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종성으로 초성
을 다시 쓰게 한 것, 그 글자들의 배열이 일정한 의미를 가지는 것, 같은 모음을 가
진 대표자들이 꼭 둘씩이고 그 중에 하나는 종성을 가지고 다른 하나는 종성을 가지
지 않은 한자를 배열한 것, 종성도 동일한 종성을 가진 대표자들이 각각 둘씩이라는 
것 등은, 창제에 관계한 인물들의 사고가 엄청나게 정밀하고 다차원적인 것이었음을 
말해 준다. 세종실록의 정음 창제 기사는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한다. 원문의 한자가 
엉뚱하게 다른 한자로 쓰인 것도 있고 매우 닮은 한자를 쓴 것도 있고, 한글 자모의 
순서를 바꾼 것도 있고, 자모나 한자를 빠트린 것도 있다. 어떤 것은 부주의하여 실
수를 한 것과 같은 오자나 오류도 있으나, 왕조의 기록에 대하여 부주의로 잘못을 범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실수를 가장하여 세종을 모독하려는 의도
를 가진 것으로 해석된다. 그것은 정음 창제에 의하여 문자 생활의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던 유학자들의 불만과 울분이 문자 테러로 분출된 것이라 할 수 있다는 점을 강
조하고 있다.
  제2주제인 「학술문장 쓰기와 논리적인 사고(思考)의 형성」은 학생, 일반인, 직장인, 
정치인을 망라하여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점 중의 하나로서 일반
적으로 남이 쉽고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기의 생각을 ‘말’이나 ‘글’로써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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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과 남의 ‘말’이나 ‘글’을 통하여, 그 사람의 생각을 분명하
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국어교육’이 그 
최종 목적인 국문으로써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고 남의 말을 듣거나 글을 읽고 상대
방의 생각을 제대로 ‘이해’하는 교육을 해오지 못한 결과이다. 천부적으로 자기의 ‘생
각’을 잘 표현하고 남의 ‘말’을 듣거나 ‘글’을 읽고 상대방의 생각을 잘 이해하는 사람
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은 특수한 부류에 속한다. 대개는 교육을 통하여 그러한 
능력을 형성한다.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은 ‘작문교육’ 특히 학술문
장을 쓰는 교육을 통하여 형성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처음부터 그런 ‘작문교육’
이 시행된 적이 없다. 이 글의 필자는 오래 전부터 ‘학술문장’ 쓰기의 교육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논리적인 사고의 형성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해왔다. 그리하여 ‘단어, 문
(文), 문단, 문장’의 교육이 논리적인 사고의 형성에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가를 직접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알리려는 것이 이 강의의 목적이고 그러기 위해 제시되는 예들
에 대한 설명이 이 강의 내용이다.
  제3주제인 「토마스 만과 이청준」은 20세기 독일 산문문학의 최고봉이라 할 토마스 
만의 소설과 한국의 작가 이청준의 작품을 비교·고찰하되, 이청준의 문학을 토마스 만
의 문학에 종속시키려는 시도가 아니고, 다만 이청준의 문학을 – 토마스 만의 문학을 
원용해서도 – 고찰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며, 궁극적으로는 이청준이 작가로서나 
인간적으로나 우리 현대사에서 길이 존숭 받을 만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제4주제인 「한글은 국보 특 1호이며 인류의 자랑」은 제1주제와 맥을 같이하는 것
으로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한글의 우수성을 다음과 같이 10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① 한글은 민본주의의 산물이다. ② 한글은 뛰어
난 소리글자다. ③ 한글은 음성문자이다. ④ 한글은 구조적이고, 체계적이다. ⑤ 한글
은 세계 유일한 자질 문자이다. ⑥ 한글은 그자체가 인류 공동의 발음기호이다. ⑦ 
한글은 만국 공통의 국제적인 문자이다. ⑧ 한글은 배우기 쉽고 쓰기 쉬운 글자다. 
⑨ 한글은 한글을 바탕으로 한글음성기호의 개발이 가능하다. ⑩ 한글은 정보화 시대
에 안성맞춤인 글자이다. 
  제5주제인 「4차 산업혁명 시대; 빅데이터와 데이터 사이언스」는 먼저 인류문명의 
변천과정을 알빈 토풀러의 물결론에 입각하여 1차 물결(농업혁명), 2차 물결(산업혁
명)과 3차 물결(정보혁명)로 나누어 설명하고, 과학기술의 주요 발명들이 어떻게 인류
문명에 영향을 주었는지 적고 있다. 또한 지구상의 인구가 어떤 모습으로 증가되어 
왔는지도 설명하며, 산업혁명 이후 서양문물이 어떤 이유로 인류 문명을 주도하였는
지도 관심 있게 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 1, 2, 3, 4차로 나누어 분류하는 산
업혁명의 본질과 특징을 살펴본 후 통계학의 진화과정을 통해 데이터 기반 정보기술
의 발전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발전되었는지도 살펴본다. 3차와 4차 산업혁명 과정
에서 통계학과 정보기술이 상호 협력하면서 밀월관계를 가지고 발전하는 모습을 설명
하고, 최근에 빅데이터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과, 빅데이터 시장의 확장에 대해서도 살
펴본다.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이터 사이언스(data scienc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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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그 정의와 역할을 살펴보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data scientist)의 높은 인
기에 대하여 통계학의 역할과 미래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다.
  제6주제인 「상대성 이론; 시간과 공간의 휘어짐」는 우선 과학적 입장에서 시대별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정리하면서 지동설을 주장한 Copernicus 이전까지의 시대는 
신이 지배한 시대로, Renaissance 시대 즉 인본주의 시대의 시작은 Copernicus에 
이어 Galilei Galileo와 함께 시작된 Newton 역학의 출현으로 근대과학이 수립되었다
고 정의하고 있다. 이후 200년이 지난 20세기 초에 뉴턴 역학의 한계를 뛰어넘어 자
연에 대한 인식의 혁신을 가져온 양자역학의 태동과 또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이 발표된 것도 이 시기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쉽게 풀이하고 있다. 즉, 특수 상대성 이론의 출발점은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상대적으로 등속으로 움직이는 두 계에서 측정
한 빛의 속도가 같기 위해서는 무엇이 변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서 아인슈타인은 
시간의 흐름이 움직이는 상태에 따라 다르게 흐른다는 결론을 얻었음을 제시하고 있
다. 다시 말 해 아인슈타인은 우리는 3차원 공간이 아니라 3+1차원 공간에서 살고 있
음을 밝힌 것이다. 또한 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뉴턴의 중력에 대한 그의 의문 - 
기본적으로 중력의 정체는 무엇인가?- 를 해결한 이론이다. 가속계의 경우 아인슈타
인 자신이 고안해낸 간단한 법칙 등가 원리로부터 중력이란 공간의 휘어짐이란 것을 
밝혔다. 우주는 Big Bang(대폭발)로 인하여 한 점에 속했던 공간이 물질과 에너지를 
실은 채 파동처럼 펼쳐진다. Hubble 망원경이 공간의 휘어짐을, LIGO로 중력파를 검
출하여 상대성 이론이 이론의 여지없는 사실임을 입증하였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
류가 우주에 대한 인식 지평을 획기적으로 넓힐 수가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아
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덕분이라고 생각된다.
  제7주제인 「생애설계 필요성과 절차」는 지금을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흔히 관심
을 갖는 것은 은퇴나 노후설계가 대부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은 긴 여생을 어
떻게 무엇을 하며 살 것 인가하는 생애설계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사회
에서 2000년대부터 평균수명이 급속하게 연장되면서 은퇴·노후설계의 필요성이 강조
되고 관련된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이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시행되어오고 있다. 그
러나 은퇴·노후설계는 노후만을 위한 준비이고 노후생활은 그 이전 생애 각 주기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생활 준비에도 여러 가지로 한계가 많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생애주기 전체의 행복이지 노후만의 행복이 아니다. 생애설계는 인생의 사명과 
목표를 설정하고 생애 전 과정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실천 
행동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요람에서 무덤까지(노후까지)의 생애주기 전체에 대한 계획
이다. 따라서 생애설계는 은퇴·노후설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이론적 및 실용적 
이유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생애설계는 가능하면 생주기의 이른 시기인 청소년기
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절차를 통해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애설계 절
차는 (1) 인생의 사명 확립, (2) 인생 목표 설정, (3)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행동의 시
간관리 계획 수립, (4) 계획 실천의 4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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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주제인 「광물자원 개발과 환경의 조화」는 광물자원의 특성과 개발 순서를 중심
으로 광물자원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과 오염 환경의 복원 복구를 다루고 있다. 
광물자원은 금속광물과 비금속광물 자원으로 분류하며 희토류 원소들을 포함한 금속
의 분류와 용도를 설명한다. 광물자원의 특성으로 인한 자원 전쟁의 원인을 설명하고 
광물자원의 개발 순서도 알아보고, 광물자원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특히 광산 활동 
지역 주변의 중금속 오염과 환경 복원 복구의 실례를 들어가며 설명함으로써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제9주제인 「인문학의 밝은 미래」는 최근의 일반인들의 인문학 열풍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 대학에서 인문학의 요체인 문학⋅역사⋅철학의 학과의 세가 점차 축소되는 
경향이 강하게 감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다음 두 가지 면에서 인
문학의 미래는 밝다. 첫째, 인문학은 단순히 인간 그 자체에 대한 학문만이 아니다. 
인생의 목적은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과 직접 관련되
는 하늘과 땅에 관해 정통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주 세계에 대한 식견도 넓혀
야 한다. 즉, 인문학 학습은 전인교육의 필요충분조건이 되는 것이다. 둘째, 이미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도 손, 발 그리고 몸을 사용하는 직업들은 점차 사라지는 추세이
다. 장차 2050년까지 동시에 진행되다가 끝날 유통과 여가의 5차 산업혁명, 식품업의 
6차 산업혁명 그리고 교육을 통한 의식의 7차 산업 혁명의 시대에는 인문학의 활용이 
그 기조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문학의 밝은 미래의 청사진이다.
  제10주제인 「자신의 꿈과 잠재능력 · 긍정적 학습 마인드 형성 · 효과적 학습전략」은 
「고교생의 꿈을 현실로 이끄는 석학 가이드」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 꿈을 찾고 설계하는 방법에 미숙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꿈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한 긍정적 학습 마인드 형성 원리와 효과적 학습전략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지 못한 편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학생 스스로 결과를 찾을 수 있게 가이
드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웅대한 꿈을 찾고 설계하는 방법
과 꿈을 실현하기 위한 성공적 학습의 비결, 자기성찰의 기법, 학습능력의 결정 요인, 
잘하고 좋아하는 공부(진로)의 선택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생
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긍정적 학습 마인드 형성의 원리와 심리적 특성, 자신의 
학습특성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믿음 심리, 1만 시간의 법칙 등을 살펴보았으며, 끝
으로 성공적 학습을 위한 효과적 학습전략으로써 학습과제의 난이도 수준, 주의집중
도와 학습기억력 향상, 망가곡선과 반복학습, 효과적 학습습관 형성과 학습 집중시간 
확대, 적정량의 학습목표 선정 원리, 학습실패의 스트레스 해소 기법 등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들 10개 주제 특강은 각기 특징을 가진 별개의 특강인 것 같
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은 하나의 공통된 개념이 관통하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
니라 고교생은 인생 설계를 위해 다양한 학습과 경험을 토대로 하여야 하지만 이와 
같은 특강 이외에도 선후배와 부모 그리고 형제자매와 친구,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



- 143 -

들 모두가 나의 스승이 될 수 있고, 더구나 인생의 스승은 실제 경험 이외에 책과 영
화 그리고 연극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할 가치가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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