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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상토론과 

언어도단 

세상이 어수선하니 ‘난상토론’ 할 일이 많다. 신문과 방송 

에는 연일 난상토론에 대한 기사를 다루고 였다. 힌 일간지 

에서 어떤 학교에서의 논술 시험 대비 방법을 소개하면서 

“가장 치열한수엽은각자의 생각과글을 공개적으로 상호 

비판하는 난상토론 시간”이라 하였다. 또 매우 유명한 분의 

자서 전에는 “내가 주로 이용했던 방식은 앞서 말했듯이 난상 

토론과 설득이 었다”라 되어 있다. 문맥으로 보면 난상토론은 

격식을 갖추지 않고 어지럽게 혹은 열띠게 토론한다는돗으로 

쓴듯하다. 

난상토론은 과연 그러한뭇얀가? 난상토론(爛商討論)에서 

난 爛)은 난숙 @顧찬)의 돗이 요， 상 (맴)은 상량 他量) , 곧 헤아 

린다는 뜻이 다. 좋은 글을 짓기 위하여 많이 읽고 많이 짓고 

많이 생각해본다는 삼다(三多)에서 상량다(商量多)는 바로 

생각을 많이 한다는 뭇이 다. 난싱 토론은 갚이 생각하여 토론 

한다는 뜻이지， 어지렵 게 마구 토롭한다는뜻이 아니다. “대한 

민국이 자유민주주의 분명국가로 가기 위해사는 법의 지매가 

확고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찬반투쟁이 아니라 난상 

토론의 문화가꽃을 피워야힘니다”라는 기사는바른 용법 

으로 힘들게 찾아본 여1다. 

난상토론과관련하여 ‘금도.를지키느니 ， ‘금도’를넘어섰 

다는 등의 표현이 이어짙 때가많다. 금도없度)는흉금爛標) 

의 도량(度묶)이라는 못이다 금쨌)은 옷깃이라는 글자로 

사람의 마음을 이르는 말이며 도 體)는 $댄 가라키는 말이다. 

그런데 어느 단체의 성병서에서 “민주사회라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금도는 있는 것입니다"라 한데서 보듯이， 금도는 

생각의 양이 아니라 념어서면 아니 될 금지션이 되고 만 젓 

이 다. 양주통 선생이 《문주반생 기》에서 “후학을 위하여 귀중한 

장서를 아끼지 않고 빌려주던 그 쾌활한 금도와 정다운 성의를 

나는 잊을 수 없다”라는 바른 표현은 이제 찾기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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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찌하여 이러한 잔못이 생겼는가? 아는 것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토론은 양지만 난상온 알지 못하고 

딘’이각 하연 닌-삽(폐L뼈힌 것만앙지 닌숙爛熟)한것은 얄지 못한마. 난상이각하니 잊뒤 없이 떠오르는 어지피운 

생각이리 는 뭇의 난상낌dL:변)음 생각했가 때문일까? 난상은 난상숙의 〈爛깝j~챔꿇) 닌상공의 @閒|씹公讀)라는 말과 

연결시켜 생각항 때 마른 의\1]가 된다- 그1:'].Jl 금(쌓)이 1Tr읍이라는 뜻을 얄지 못하고 금지한다는 금(쌓)의 

뜻으도 오해하고 있어 , 난.s:.가 τ}든 뜻이 되고 말았다. 

징약용온 배용은 잔옷을 깨닫는 것이라 선언하고 잔옷을 깨닫기 워하여 언이기- 잔옷 시용되고 있는 실태블 바로 

잡키 위해서 《아앤각비，릎 지숨하였다. 바든 말을 통하여 살옷올 깨닫는 아인각비 離듭 f떨n의 정신이 칠실힌 

시 대다. 누군블 잘곳이 없음 수 있겠는가? 장끗이 있는 줄 암지 못하는 것이 문세다. 대한 만약 사란이라 띤 스스로 

한국어룹 잘 알고 았다고착각하고 았다. 영어 딘어를 두고는목소라 높여 111묘한 어낌의 차이플따지려 들지만， 

미심찍은 던어플 쓰변서도 그 정확한 뜻이 무엇얀지 얄려틀-지 않는다. 조급이라도 의십찍은 말이 있으변 국어 

사전을찾이브연 될 것이지만 우랴에게 국야사선은 너부니 멸랴 떤이져 있다 

이띄힌 현실에서 망이 꾀지 않는 날이 도처에 닙저닌디. 사람설-은 말이 꾀지 않는 것을 인어도단이라 한[디. 

그러나 언어노단 지체노 말이 되지 않게 잘봇 사용되고 었다. 언어노단(言댐펴斷〉은 언어의 길이 끊어졌다는 밀이다. 

원페 불.lil.에서 나온 밥로， 진cl 가 워낙 오묘하여 언어로 표현할낌이 끊어졌다는 뭇이다- 그러나 이지] 이 딸은 

진리가 오요해사가 아니라 논리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시 말의 길이 끊어졌다는 뜻으보 쓰인디 _-L야말보 인어 

ji단이다‘ 

그러나 사전에노 얀어노단은 원래의 뜻은 보이 지 않고 말이 안 된다는 뜻으보만 되어 았다. 이릎 어쩌 랴? 세상 

사란블이 다 전혀 다른 뜻으R 사용하면 사전노 그 뜻품이가 이렇게 비-뀌 니 ]며r다. 이저l 닌싱 두본의 뭇품이도 사전 

에서 바뀔 때가 되었나 보다. 

전향이 라는 받노 그러하다. 전향(뻔10J)은 원래 방향을 바꾼다는 받인데 끈대이1는 이념이 나 시상을 다른 방향으로 

바꾸는 것블 이므는 얀모 싼었다. 프톱레타1:' 1 아 문희 블 주장하던 문인를이 계급시상블 프기 하면서 ‘진향’ 블 선연 

하였2， 폭력에 힌쓰던 문인플이 친일로 i전팽:’ 하였다. 전(~햄)은 선환(輔뺏)이라는뜻인데 전뼈뽕)이 어 2:] 워서 쉬운 

전(前)으문 사단능이 비꾸이 생각힌 듯하다. 이려다 분 L냐 전향적때lóJ的)이리는새룬운단이가 민-늪이졌다. 전향적 

앤훨向띠)이라표가하여 가존의 생각을완진히 다른 방향으~ 바Jjt려는 것을 가라기간 말~ 쓰여야옳은데， 진향적 

üiíírID(l!) )이아는 말이 새로 안칠-어져 생겨 앞으보 나아가벼는 것 곱 진쥐적이거나 진보적이거나 긍정적인 것이바는 

의미플 표현하는 단이가 되었다 발이 되시 않는 언어도단의 시대라서 그펀 갓인가 너무 이려워 말로 할 수 없는 

언어도단의 시대라서 그런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