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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효과 인 비  사고 교육을 해서는 논증에 한 형식 논리학

 분석보다는 논증행  자체에 한 분석에 치 해야 한다는 견해가 커지

고 있다. 필자는 ‘논증(argument)에서 논증행 (argumentation)로’의 이러한 

심 이동이 가져올 효과와 한계를 검하고자 한다. 이를 한 본 논문의 

략은 논증행  이론들로부터 확보될 수 있는 논증  논증행  평가의 

규범들을 최 한 뽑아내서 그것들을 비  사고 교육 과정에 용시킬 때 

개될 모습을 구체화해보는 것이다. 필자는 먼  논증에서 논증행 로의 

심 이동의 동기들을 페 만과 올 히츠－티테카, 툴민, 비형식 논리학

의 논의를 심으로 정리하고(II), 이들의 이론들로부터 형식 논리학  타

당성 규범을 신할 논증행  평가의 규범과 차들을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III).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게 뽑아낸 여러 규범

들을 종합하는 하나의 모델을 만들고, 이를 비  사고 교육에 용했을 

때 나타날 구체  모습을 형식  논리학  근 모델과의 조를 통해 살

펴 으로써, 논증행  이론들의 성과들이 비  사고 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정확한 치를 구체화시켜보겠다(IV).

 * 이 논문은 2009년도 성신여자 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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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1990년  들어 “비  사고”1)라는 이름의 강좌와 교재가 국내에 

등장한 이래 20년의 기간 동안 비  사고 교육에 논증행 에 한 

이론  성과의 향이 커져왔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를 한마디로, 
‘논증(argument)에서 논증행 (argumentation)로의 심 이동’2)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심 이동이 비  사고력 함양

이라는 본래 목 에 얼마나 기여했으며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까? 
논증행 로의 심 이동은 추상화되고 형식화된 논증 신 실제 인 

논증행 의 분석  평가에 집  함으로써 학생들의 심에 맞춘다

는 이 을 가지고 있으나, 다른 한편 단순히 논쟁에서 이기기 한 

수사  기술이나 가르치는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닌가? 본 논문은 이런 

의문에 논증행  이론들이 얼마나 답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

다. 본 논문의 목 은 논증행  이론이 이룩한 성과를 비  사고 

교육에 최 한 활용할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있다. 따라서 논증과 논

증행  간에 이루어질 조는 결을 한 것이 아니라, 양자 간의 

한 치 설정을 한 것이다. 
본 논문의 략은 논증행  이론들로부터 확보될 수 있는 논증  

논증행  평가의 규범들을 최 한 뽑아내서 그것들을 비  사고 교

육 과정에 용시킬 때 개될 모습을 구체화해보는 것이다. 필자는 

먼  논증에서 논증행 로의 심 이동의 동기들을 페 만과 올 히

1) 를 들어, 김 수(1990).

2) 어 ‘argument’는 언어  결과물로서의 논증뿐만 아니라 논증행 를 가

리키기도 한다. 다시 말해 넓은 의미의 argument에는 argumentation도 

포함된다. 하지만 우리말 ‘논증’은 결과물로서는 읽히나 행 나 작용으로

는 잘 읽히지 않는다. 필자는 언어  결과물로서의 제와 결론의 집합에

만 ‘논증’을 사용하고, 행 로서의 논증하기 는 논증활동(argumentation)

에는 가능한 한 ‘논증행 ’를 사용하겠다.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의 논증

(argument) 개념에 해서는 박 호(2006) 참조. 양은석(2010)은 논증과 

논증행 를 혼동을 비 하면서 이들의 구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필자도 

그 견해에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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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티테카, 툴민, 비형식 논리학의 논의를 심으로 정리하고(II), 이

들의 이론들로부터 형식 논리학  타당성 규범을 신할 논증행  평

가의 차와 규범들을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으며  어디에서 한계에 

직면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III).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게 뽑아낸 

여러 규범들을 종합하는 하나의 모델을 만들고, 이를 비  사고 교

육에 용했을 때 나타날 구체  모습을 형식  논리학  근 모델과

의 조를 통해 살펴 으로써, 논증행  이론들의 성과들이 비  사

고 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정확한 치를 구체화시켜보겠다(IV).

Ⅱ. 논증에서 논증행위로

‘논증에서 논증행 로의 심 이동’은 논증의 결과가 아닌 과정의 

측면, 행  측면을 부각시키기 한 구호이다. 이는 곧, 명제들의 집

합인 논증에서 그러한 논증이 생산되는 논증행 로의 심 이동을 뜻

한다. 한 이는 논증에 한 심이 논리학 인 것에서 행  이론

인 것으로, 인식론 인 것에서 화용론 인 것으로 이동함을 뜻한다.3)

“논증은 하나는 결론으로, 나머지는 그 결론의 근거로 간주되는 문

장들의 목록이다.”4) 버거의 이 정의는 논증에 한 논리학  정의의 

형이다. 제와 결론의 연결로만 논증을 바라보는 이러한 시각에서

는 결론의 주장과 제로 주어진 근거들 간의 련성만이 연구의 

상이 되며, 그 주장과 근거 제시의 구체 인 상황들은 추상 과정 속

에서 배제된다. 먼  그 논증이 이루어지는 배경과 주체가 배제된다. 
다음으로 다르게 표 된 낱말들이 동일한 낱말의 반복으로 바 다. 
그리고 타당성 정과 무 한 의미들이 지워진다. 연역추리에 결정

3) “논증행 에 한 논리  근은 통 으로 산물(product)로서의 논증에

만 집 한다.”(Eemeren, F. H. van, Grootendorst, R., & Henkemans, F. 

S.(1996), 277쪽, 각주 6번). 과정(process), 산물(product), 차(procedure)

로서의 논증의 구분에 해서는 Wenzel, J. W.(1980) 참조.

4) Berger, F. R.(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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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기능을 하는 ‘그리고’, ‘ 는’, ‘만약’ 등의 속사가 강조되고, 그

것들이 엄격하게 정의된 논리  연결사로 치된다. 이처럼 몇 단계

의 추상 과정을 거친 후 최종  심의 상으로 남는 것은 그 논증

의 논리  형식뿐이다. 그리고 그것이 연역논증의 형식들  하나와 

일치하면 그것은 타당한 논증이 된다. 
이러한 추상이 가져올 반응은 하워드 캐헤인이 이미 1970년  

에 겪었던 것과 멀지 않다. 

“내가 복잡한 술어논리의 양화사 규칙들을 (제) 흥에 겨워 떠들고 있

을 때 한 학생이 찡그린 얼굴로 물었다. 자신이 이번 학기 내내 배운 

것이 존슨 통령의 베트남  확  결정과 도 체 어떤 련이 있느

냐고. 나는 존슨 쪽 논리의 문제 에 해 웅얼웅얼 말하고는, <논리

학 입문>은 그런 종류의 강좌가 아니라고 이야기했다. 그 다면 어떤 

강좌가 그런 문제들을 다루느냐고 그가 반응했고, 나는 내가 아는 한

은 그런 강좌는 없다고 할 수밖에 없었다.”5)

학습자의 입장에서 보면 논증의 형식화  재구성 훈련은 복잡하

게 뭔가를 하긴 했지만 얻는 것은 크게 없다는 인상만을 남기기 십

상이다. 이러한 과정을 용  잘 따라가 타당한 논증 형식들을 잘 익

혔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당장 얻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의 

재확인뿐이기 때문이다.  다른 문제도 있다. 일상  논증의 경우 

타당한 논증 형식에 맞지 않는 경우가 더 많고,  맞게 만들기 해

서는 실제와는 먼 이론  작업에 매달려야 한다. 
교수자의 편리 때문에 비롯되는 부작용도 있다. 일상  논증의 분

석을 해 타당한 연역논증 형식들을 학습하려 한 것이었는데, 결과

는 오히려 타당한 연역논증 형식들을 이해하기 해 일상  논증들이 

단편화, 왜곡, 탈맥락의 인공물로 탈바꿈해 이용된다. 목 과 수단의 

도가 일어나는 것이다. 물론 목표는 짧은 논증을 통한 체계 인 훈

련을 거쳐 복잡한 텍스트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두 학기 정도 이루어지는 비  사고 강좌로는 타당한 논증 형식

5) Kahane, H.(1971), v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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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해시키기에도 벅차다. 

추상  논증 분석에서 출발하여 구체  ‘논증하기’에까지 이르는 

길이 무 멀뿐만 아니라 오히려 ‘논증하기’를 방해한다는 인식이 논

증행  자체에 한 이론(argumentation theory)이나 비형식 논리학

(informal logic)을 발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들의 일차  극복 

상은, 코 의 용어를 빌면, 연역지상주의(deductive chauvinism)6)이다. 
연역지상주의란 어떤 논증 는 논증행 든 연역 인 형태로 재구성

될 때 그것의 진정한 모습이 살아난다는 입장을 말한다. 보다 온건한 

형태로 방법론  연역주의(methodological deductivism)가 있는데, 연

역 인 형태로 재구성하는 것이 다른 재구성 략들보다 난 은 고 

밝 주는 것은 많다는 입장이다.

1. 페 만과 올 히츠－티테카

페 만과 올 히츠－티테카(이하 ‘페 만’으로 여 호칭)는 새 

수사학 서문에서, 자신의 책이 “데카르트에서 비롯된 이성  추론 

개념과의 결별”을 고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데카르트

는 “이성의 특징은 자명성이며, 오직 증명만을 합리 인 것으로 간

주”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때의 증명이란 “명석하고 명한 념에

서 출발해서 필연 인 단계를 거쳐 공리의 자명함을 생된 정리로까

지 확장하는 것”7)을 말한다.
데카르트가 말하는 이성과 증명은, 페 만에 따르면, 일상 언어로 

이루어지는 논증행 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형식 논리학에서 

“타당하다”고 하는 연역논증의 제와 결론 간에는 구도 거부할 수 

없는 분석 인 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일상 인 논증의 경우에는 

이런 계란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 그런 계는 무도 자명해 굳이 

논증행 로 나타낼 필요조차 없다. 타당한 논증이 의미 있게 존립할 

6) Coffa, A. J.(1974).

7) 이 문단의 인용은 모두 Perelman, C. & Olbrechts-Tyteca, L.(1969),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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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자리는 일상의 잡다한 맥락과 완 히 차단된, 이상 인, 그

래서 비 실 인, 수학  공간뿐이다. 
논증의 종류에 한 페 만의 구분은 논리학에서 보는 것과는 사

뭇 다르다. 우리가 통상 하게 되는 논증 유형 소개에서는 연역논증

의 형식들이 이상  형태로 먼  제시되고, 그 다음으로 귀납논증들

이 련된 오류 가능성과 함께 뒤따른다. 하지만 페 만은 논증을 

‘결합에 의한 논증’(argument by association)과 ‘분리에 의한 논

증’(argument by dissociation)으로 나 다. 일단 이러한 논증 구분은 

제가 결론을 지지하는 정도를 기 으로 하지 않았다는 에서 기존 

구분과 다르다. 이는 페 만이 논증을 바라보는 출발 이 다름을 보

여 다. 페 만은 새 수사학의 목표가 “제시된 주장에 한 생각 

있는 사람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거나 증 시켜주는 논증  기술을 연

구”8)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페 만에게는 논증의 타당성보다는 사람

들의 지지가 우선  심의 상이며, 제와 결론의 논리  계보

다는 그것들을 활용하는 논증  기술이 더 큰 심사이다. 
새 수사학이 제시한 논증의 1차  구분인 ‘결합’과 ‘분리’는 논증

의 기술(technique), 다시 말해, 청 의 지지를 이끌기 한 제 활용 

기술을 기 으로 한 것이다. 결합에 의한 논증이란 떨어져 있다고 여

겨졌던 요소들을 하나로 모아 하나의 체를 만듦으로써 주장을 받아

들이게 하는 논증 방식을 말하며, 분리에 의한 논증이란 반 로 하나

의 체로 간주되었던 것을 여러 요소로 분리시킴으로써 주장을 (주
로) 거부하게끔 하는 논증 방식을 말한다. 컨  “책을 읽는 것이 좋

다. 왜냐하면 책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는 결합에 의

한 논증이다. 여기서는 책과 배움이 결합됨으로써 좋음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낸다. 다른 한편, “지구의 기원에 한 지질학  조사를 토 로 

성경의 창조설을 부인하는 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성경의 창조설에 

말하는 진리는 지질학  조사를 통해 밝 진 몇몇 참된 사실들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는 분리에 의한 논증의 이다. 분리에 의한 

8) Perelman, C. & Olbrechts-Tyteca, L.(1969),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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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증은 상 의 의견을 반박하기 해 주로 사용되는데, 이 에서는 

한 덩어리 던 진리를 두 종류의 진리, 즉 종교  진리와 과학  사실

로 분리시킴으로써 지질학과 창조설의 충돌을 피하고 있다.
페 만의 분류에서 재미있는 것은, 결합과 분리 어디에도 연역논증

을 한 독립된 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결합에 의한 논증의 한 

하  그룹으로 ‘ 논리  논증’(quasi-logical argument)이란 것이 있

을 뿐이다. 이 논리  논증에는 우리가 연역논증의 형식을 갖추었

다고 말하는 모든 일상 인 논증이 포함된다. 그런데 타당한 연역논

증의 형식을 갖추었음에도 페 만은 그것에 뭔가 부족하다는 뜻의 

‘ ’(quasi)이라는 말을 붙인다. 그 이유는 타당한 연역논증의 형식을 

갖춘 것으로 우리가 끼워맞추었을 뿐이지, 일상 인 논증 자체가 그

런 형식을 온 히 갖춘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논리학에서 

말하는 타당한 연역논증의 형식을 갖추려면 논증에 포함된 용어들이 

엄 하게 정의되고 일의 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일상 인 논

증의 경우 설령 동일한 낱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각 명제에서 완

히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
를 들어, “의심을 품는다면 떠나야 한다는 것에 우리 모두 동의

했다. 그런데 철수가 의심을 품는다. 따라서 철수는 떠나야 한다는 

것이 따라 나온다.”라는 논증을 보자. 이 일상  논증은 건 정식의 

타당한 형식을 지닌 논증이다. 하지만 제로부터 결론을 반드시 받

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떠남의 조건으로서의 ‘의심을 

품음’과 철수의 ‘의심을 품음’이 같은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컨  자의 의심을 품음은 확고한 것을 말하는 데 반해, 후자는 

주 함이 가미된 것일 수 있다. 정리하면, 일견 형식 으로 타당해 

보이더라도 애매어의 오류로부터 완 히 벗어나기란 불가능하므로 일

상 인 논증은 기껏해야 논리  논증일 수밖에 없다.9) 

9) Eemeren, F. H. van, Grootendorst, R., & Henkemans, F. S.(1996), 108

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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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툴민

페 만의 새 수사학과 같은 해에 논증의 사용10)을 출간하여 

논증행  이론의  다른 기둥을 세운 스티  E. 툴민은 논리학자들

의 완고한 타당성 개념에 한 공격으로부터 시작한다. 논리학자에게 

논리  타당성은 모든 논증 평가의 보편  규범이며, 오로지 논증의 

형식에만 의존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 두 특징은 서로 맞물려 있다. 
타당성이 오직 형식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다루는 주제와 무 하며, 
그래서 보편 인 규범일 수 있다. 툴민의 불만은 논리학이 바로 이 

보편성의 신화에 매몰되어 있다는 것이다. 툴민은 보편성과 타당성을 

분리시키려 한다. 보편 인 것만이 타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보

편성을 고집한 가는 결국 논리학의 고립만을 래했을 뿐이다. 논

리학의 심사는 오로지 형식 인 타당성에로 한정되었고, 결과 으

로 논리학은 분석  논증, 즉 결론의 내용이 제에 포함되어 있는 

논증만을 다룰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툴민의 략은 따라서 ‘연역=타당=보편 =형식 =분석 ’의 강고

한 연결을 끊는 것이다. 한 로 툴민은 논증의 타당성이 오직 형식

에 의존한다는 생각을 다음 를 들어 비 한다.11) 

(1) 피터슨은 스웨덴 사람이다.
(2) 어떤 스웨덴 사람도 로마카톨릭 교도가 아니다.
    따라서 확실히

(3) 피터슨은 로마카톨릭 교도가 아니다. 

이 삼단논법은 소 제 (1)과 제 (2)로부터 결론 (3)을 도출하는 

타당한 논증이다. 통상 이 논증은 EAE-1격의 형식 때문에 타당하다

고 말해진다. 하지만 툴민은 제인 (2)가 다음의 두 가지로 해석

될 수 있음을 지 한다.

10) Toulmin, S. E.(1958).

11) 다음에 나오는 삼단논법의 는 Toulmin, S. E.(1958) 2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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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a) 스웨덴 사람은 확실히 로마카톨릭 교도가 아니다.
(2b) 로마카톨릭 교도인 스웨덴 사람의 비율은 0이다.

이  (2a)로 해석될 경우  논증은 논리  형식 때문에 타당하다

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b)의 경우에는 용할 만한 타당한 논리  

형식이 없다. 그러면 그 다고 해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인가? 툴

민은 (1)-(2b)-(3) 역시 타당한 논증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다

시 말해 형식과 상 없이 타당한 논증이 있다.12)

(2)에 한 이 두 가지 해석에는 더 요한 측면이 있다. 형식 논

리학자의 에는 (2a)와 (2b)는 동일한 삼단논법 형식으로 치환될 동

일한 것이다. 하지만 툴민이 보기에 이는 아주 요한 을 놓치는 

것이다. (1)-(2a)-(3)과 (1)-(2b)-(3)에서 결론 (3)을 이끌어내기 해서 

(2a)와 (2b)가 하는 역할에는 근본 인 차이가 있다. 제로 쓰인다는 

에서는 같지만 제의 역할이 다르다. (2a)는 ‘데이터’(data)의 역할

을 하는 제 (1)로부터 ‘주장’(claim) (3)을 이끌어내기 한 ‘보
증’(warrant)의 역할을 하는데 반해, (2b)는 조사 결과를 표 한 것으

로서 ‘보증’의 역할을 하는 (2a)를 다시 지지해주는 ‘뒷받침’(backing)
의 역할을 한다.13)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논증구조도와 툴민의 논증행  모델을 비교

해보자.14) 논증구조도 방식에 따르면 논증은 하나의 제로부터 하나

의 결론이 도출되는 단순논증과 둘 이상의 제로부터 하나의 결론이 

도출되는 복합논증으로 나뉘고, 다시 복합논증은 수렴논증, 결합논증, 
연쇄논증 셋으로 나뉜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15)

12) 이로 보건  (1)-(2a)-(3)이 (1)-(2b)-(3)보다 더 근원 인 형태이거나, 일 

수 있다는 가정을 툴민은 인정하지 않는 듯하다.

13) Toulmin, S. E.(1988), 107-122쪽. 

14) 사실 논증을 논증구조도로 나타내는 것 자체가 연역주의를 상당히 탈피

한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논증을 논리 으로 타당한 논증 형식으로 환원

시키려고 하지 않고, 연역 으로 타당하든, 않든 각각의 논증에 맞게 

제－결론 계를 구조도로 나타내고 그것을 평가하려 하기 때문이다.

15) 우리가 자주 보는 논증구조도는 비어드슬리(Beardsley)가 처음에 수렴

(convergent), 발산(divergent), 연쇄(serial) 논증으로 나  것에, 토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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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논증 수렴논증 결합논증 연쇄논증

C
↑

P

C
↗↖ 

P1     P2

C
↑

P1     P2

C
↑

P1 
↑ 

P2

의 피터슨 논증의 세 경우는 모두 결합논증으로써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는다. 보다시피 논증 구조에서 바 는 것은 없다. 다만 

제 (2)만이 (2a), (2b)로 바 었을 뿐이다. 

논증 (1)-(2)-(3) 논증 (1)-(2a)-(3) 논증 (1)-(2b)-(3)

(3)
↑

(1)     (2)

(3)
↑

(1)     (2a)

(3)
↑

(1)     (2b)

이에 반해 툴민의 논증행  모델은 다음과 같은 일반 형식을 갖고 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이 논증행  모델의 형식은 논리학에서 

말하는 논증 형식과도, 논증구조도가 보여주는 형식과도 성격이 다르

다는 이다. 논리학의 타당한 논증 형식이 기하학 인 것이고, 논

증구조도의 형식이 결론을 지지하는 제들 간의 독립, 의존 계를 

(Thomas)의 결합(linked) 논증을 추가하고, 신 발산논증을 뺀 형태이

다. Beardsley, M. C.(1950); Thomas, S. N.(197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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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식화한 것이라면, 툴민 모델의 형식은 차  형식이다.16) 그 차

는 다음과 같다. 

우선 데이터(D)로부터 어떤 주장(C)을 이끌어낸다. 다음으로 데이터로

부터 주장이 나오게끔 해주는 보증(W) 장치를 마련한다. 그런데 그 

보증에 외나 반증(R)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  그 보증을 뒷받침

(B)해  수 있는 것을 찾고, 불가피한 외의 경우를 고려하여 주장

의 확실성에 제한(Q)을 가한다.

이 모델에 따라 피터슨 논증을 분석하면 두 가지 다른 형식을 갖

게 된다고 툴민은 말한다. (1)-(2a)-(3)의 경우는 ‘데이터; 보증; 따라

서 주장’의 형태인데 반해, (1)-(2b)-(3)의 경우는 ‘데이터; 뒷받침; 따

라서 주장’의 형태를 하고 있다. 다시 말해 논증구조도에 비해 각 

제들의 역할이 더 구체화된 것이다. 툴민에 따르면 이 논증행  모델

은 어떤 분야든 모든 논증이 따라야 할 공통의 형식(field-invariant)이
다. 그 지만 그 형식을 이루는 각 요소를 평가하는 기 은 분야에 

따라 달라진다(field-variant).
컨  한정사(Q) 의 하나인 ‘할 수 없다’(can’t)라는 양상어가 

포함된 다음 네 문장을 보자.

(1) 는 1톤을 들 수 없다.
(2) 는 남자 나를 가질 수 없다.
(3) 는 그에게 을 그 게 게  수는 없다.
(4) 는 이런 비에 고양이를 바깥에 내쫓을 수는 없다. 

이 들에서 ‘할 수 없다’는 ‘능력이 없다’, ‘불가능하다’, ‘해서는 

안 된다’ 등의 다양한 의미로 쓰인다. 그 지만 공통 도 있다. 즉 그

것은 어떤 것을 배제한다. 그러나 배제의 이유는 인간 힘의 한계, 단

어의 뜻, 사회  습, 도덕 법칙 등 다양하다. ‘할 수 없다’가 어떤 

16) Eemeren, F. H. van, Grootendorst, R., & Henkemans, F. S.(1996), 135

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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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에서든 배제의 효력(force)은 동일하게 갖지만 그 배제를 정당화

하는 근거, 즉 배제의 한 기 (criterion)은 문맥에 따라 다르다. 
그 다면 그의 결론은 분명하다. 동일한 한정사(Q)가 주장(C)에 사용

되었더라도 그것이 포함된 논증의 타당성을 만족시키는 기 은 분야

에 따라 다르다.17)

3. 비형식 논리학

비형식 논리학 통은 이름이 말하듯 형식 논리학에 한 반발로 

1970년 에 북미에서 시작되었다.18) 논증행  이론과는 달리 비형식 

논리학 통은 논증행 가 아니라 논증에 직 인 심을 갖는다. 
하지만 그 논증은 형식 논리학처럼 탈맥락화되고, 기호화된 명제들의 

집합으로서의 논증이 아니라, 일상 인 화, 신문, 정치  토론, 잡

지 등에서 만나게 되는, 결코 연역 으로 타당하지 않은 논증들이다. 
논증을 분석하되 연역 으로 타당한 논증의 형태로 환원시키지 않는

다는 에서, 그리고 일상  논증행 의 맥락을 최 한 살리려고 한

다는 에서 비형식 논리학 역시 논증행 에 치 하는 이론과 궤를 

같이 한다.
비형식 논리학이 논리학에서 비롯된 만큼 철학자들에게 가장 친숙

하고  재 비  사고 교재에 가장 많이 도입된 것도 바로 이 

분야의 성과들이다. 비형식 논리학의 시작 지 에는 II장을 시작하면

서 인용한 하워드 캐헤인이 있다. 1971년에 캐헤인, 1973년에 스티  

토마스, 1976년에 마이클 스크리 이 연이어 책을 발간하면서 비형식 

논리학 통이 본격 으로 시작되었다.19) 스크리 이 자신의 책에서 

제안한 논증 분석의 일곱 단계를 보면 지 도 우리가 그의 길을 고

스란히 따르고 있음을 바로 알 수 있다. 그 일곱 단계는 ①(논증  

17) Toulmin, S. E.(1988), 21-30쪽. 

18) 비형식 논리학에 한 국내 논문으로는 박 호(2004) 참조.

19) 세 사람의 책은 다음과 같다. Kahane, H.(1971); Thomas, S. N.(1973); 

Scriven, M.(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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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구성요소의) 의미 명료화하기, ② 결론 찾기, ③ 구조 그리기, ④ 

가정(숨겨진 제) 표 하기, ⑤ a) 제와 b) 추론 과정에 해 비

하기, ⑥ 련된 다른 논증 도입하기 ⑦ ①에서 ⑥까지의 과정에 비

추어서 논증을 체 으로 평가하기이다. 이들 1세 의 업 은 랠  

존슨과 앤소니 블 어로, 그리고 그 다음에 고비어로 이어진다.20)

1세 에서 비형식 논리학의 주요 문제  하나인 논증 구조 분석

의 도구가 거의 완성된다. 앞에서 말한 것에21) 한 가지 더 추가하자

면, 비어드슬리와 토마스에 이어 스크리 은 “균형잡힌 고려”를 해 

결론을 반박하는 근거를 다루는 논증을 하나 더 추가하 는데, 이는 

반  입장에 한 반박이 흔한 일상  상황을 더 충실히 반 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분석의 도구가 정교해지면서 논란거리

도 많아졌다. 특히 제들이 결론을 독립 으로 지지하는 수렴논증과 

제들이 결합하여 결론을 지지하는 결합논증이 실제 논증에서 구별

될 수 있느냐는 우리가 늘 고민하게 되는 문제이며 이론  논란의 

상이기도 했다.22) 
비형식 논리학이 다루는  하나의 주된 역이 오류추리이다. 오류

추리 연구의 역사 역시 아리스토텔 스의 소피스트  논박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비형식 논리학 통에 합류하게 되는 오류추리의 

발원지는 햄블린23)이라 할 수 있다. 오류추리의 문제는 결국 논증 평

가의 문제와 직결되는데, 오류추리의 분류, 오류의 기원, 개별 오류추

리의 성립 여부  성립 조건 등에 한 다양한 논쟁들은 연역  타

당성보다 세 한 논증 평가의 기 을 마련하려는 시도들이라 할 수 

있다.24)

20) 이 시기의 두 사람의 표 서. Johnson, R. H. & Blair, J. A.(1977); 

Govier, T.(1985).

21) 각주 15 참조.

22) 이와 련한 논쟁으로는 Yanal, R. J.(1991); Conway, D. A.(1991) 참조.

23) Hambline, Ch. L.(1970).

24) 국내에서도 오류추리 일반 는 개별 오류추리에 한 이론  탐색이 이

루어지고 있는데, 련된 논문으로 최훈(2002/2003/2008/2011); 여 서

(2007); 송하석(2010) 등이 있다.



논문164

Ⅲ. 논증행위 평가의 절차와 규범들

논증에 한 형식  분석이 지닌 문제   ‘논증에서 논증행 로

의 심 이동’의 동기는 이제 충분히 이해되었다. 그 지만 논증행  

이론이 안이 될 수 있으려면 형식  분석을 신할 수 있는 평가

의 규범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형식 논리학에서 옳은 

논증을 정하는 기 이었던 건 성(=참인 제 + 타당) 신, 논증

행  이론과 비형식 논리학에서는 구체 으로 어떤 평가 규범을 내놓

을 수 있는가? 이 장에서는 안이 될 만한 규범들을 이들 통으로

부터 가능한 한 많이 이끌어내 보고, 그것이 어떤 의의와 한계를 갖

는지를 살펴보겠다. 

1. 비형식 논리학

비형식 논리학의 심사는 일상 인 논증행 의 취지를 살리면서 

논증을 재구성하고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비형식 논리

학에서의 논증의 재구성은 그 논증에 맞는 타당한 논증 형식을 찾는 

형태가 아니라 제와 결론의 계를 논증 구조도로 표 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논증 구조도 그리기에서 주목할 부분 의 하나가 수렴논

증과 결합논증의 구분이다. 이 두 논증은 제들이 결론을 독립 으로 

지지하는지 의존 으로 지지하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제들 간의 

계를 세분화했다는 에서 한 단계 나아간 것이다. 즉 수렴이냐 결

합이냐에 따라 우리는 논증의 평가에서 그 제들을 둘 다 문제 삼아

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만 문제 삼아도 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비형식 논리학에서 마련한 논증 평가의 기본 틀로 표 인 것은 

존슨과 블 어의 RSA－삼각형이다.25) 논증 평가의 3요소라 할 수 있

는 이 삼각형의 세 꼭지는 련성(relevance), 충분성(sufficiency), 수

용가능성(acceptability)이다. 이  련성과 충분성은 제와 결론 사

25) Johnson, R. H. & Blair, J. A.(1977), 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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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A－삼각형

련성(R)

수용가능성(A)        충분성(S)

이의 지지 계에 한 것이고, 수용가

능성은 제에 한 것이다. 련성을 

굳이 충분성에서 떼어 별개의 기 으로 

둘 필요가 있는지  둘의 구분이 명확

한지에 해서는 논란이 있다. 하지만 

수렴논증과 결합논증의 구분과 마찬가지

로, 둘을 구분함으로써 얻는 효용이 그

지 않을 때보다 더 크다면 구분은 의

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방향과 련하여 검해야 것은 이 세 기 을 통해 논

증을 평가하는 것이 형식 논리학의 건 성(=타당+참) 평가와 어떤 차

이를 갖는가이다. 잘 알다시피 련성과 충분성은 논리  타당성이 

약화되면서 둘로 갈라진 평가 기 들이고, 수용가능성은 제가 참이

어야 한다는 조건이 약화된 평가 기 이다.26) 요한 것은 타당/부당, 
참/거짓의 이분법  기 을 모두 정도(degree)를 나타낼 수 있는 기

으로 변경시키는 이러한 약화가 갖는 의미이다. 
이 약화된 기 들이 실질 인 평가의 규범이 될 수 있으려면 련

성이 있음/없음, 련성이 큼/작음, 충분함/불충분함, 더 충분함/덜 충

분함, 수용가능함/불가능함, 더 수용가능함/덜 수용가능함 등을 별

할 기 을 함께 제공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그런 기 이 일률 으로 

마련될 것이라 기 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설령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동의가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평가의 기 이 둘에서 셋으

로 분화되었다는 이 한 단계 진 한 것이고, 그 외에는 이 약화된 

기 이 규범 제시와 련해서 기여하는 바는 크게 없는 것 같다. 기

26) 사실 “바람이 분다. 따라서 비가 올 것이다.”처럼 타당하지 않은 논증도 

“바람이 불면 비가 온다.”와 같은 숨은 제를 보충한다면 어떤 논증이든 

타당한 논증으로 만들 수 있다. 신 받아들일 수 없는 제가 추가된다. 

논리학의 건 성 기 은 이런 추가를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건 성 기

이 약화된다는 말은, 타당성과 제의 참 양쪽  어도 한쪽에 어느 

정도 결함이 있어도 올바르거나 좋은 논증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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껏해야 부 아니면 무식의 극단  선택을 배제하고, 정도의 차이

를 통한 논증의 상 평가가 의미 있는 작업임을 알려주는 각성 효과

를 가질 뿐이다.

2. 페 만과 올 히츠－티테카

페 만과 올 히츠－티테카의 새 수사학은 애 부터 “사람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거나 증 시켜주는 논증 기술”27)을 기술하는

(describe) 것을 목표로 하며 ‘옳은’ 논증행 가 아니라 ‘옳은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논증행 가 심사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규범을 끌어

내기는 쉽지가 않고  비  사고에의 실제 활용도도 미미한 편이

다. 다만 그들이 논증행 를 “설득력 있는”(convincing) 것과 “설득 

잘하는”(persuasive) 것으로 구분하는 것에서 올바른 논증의 기 을 

엿볼 수 있다. 새 수사학에서 논증행 의 건 성은 그 행 가 겨냥

하고 있는 청 (audience)에 의해 결정된다. 화자(speaker)는 이 청  

집단의 심과 성향에 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자신의 생각에 지지

를 표하게끔 해야 한다. ‘설득력 있는/설득 잘하는’의 구분 역시 이 

청 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설득력 있는’ 논증행 란 이성 인 존재

라면 구나 받아들일 것이라고 가정된 논증행 를 말하여, 반면에 

‘설득 잘하는’ 논증행 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승인을 이끌어내는 

논증행 를 말한다. 간단히 말해 이 둘의 구분에는 보편 청 (universal 
audience)과 특정 청 (particular audience)의 구분이 깔려있다.

우리가 새 수사학에서 뽑아낼 수 있는 옳은 논증 는 논증행

의 기 은 ‘보편 청 이 받아들일 수 있는 논증’이라고 보아도 무리

가 없을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페 만은 발견  화인 논의

(discussion)과 결  화인 논쟁(debate)을 구분하고, 논의는 보편 

청 을 염두에 두고 그들을 설득하려 하는 것이고, 논쟁은 특정 청

을 염두에 두고 그들을 설득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27) Perelman, C. & Olbrechts-Tyteca, L.(1969),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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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보편 청 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논증이란 어떤 

것일까? 단순히 체가 합의를 이루는 것으로 그 조건이 충족되는 것

은 아니다. 그 책에서 밝히고 있듯이, 합리성을 구 하는 한 명의 스

승 는 소수의 지  집단 등이 보편 청 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청  일반이 핵심이 아니라 ‘이성 인’ 청 이 핵심인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합리성’이라는 어려운 개념과 마주하게 되고, 결국 

논증행 의 옳고 그름을 단할 실질 인 기 을 마련하는 데 일보도 

진하지 못했음을 깨닫게 된다. 페 만의 보편청 이라는 개념이 그

의 결합이나 분리에 의한 논증 각각의 올바름을 평가하는 어떤 지침

과 척도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짐작하기 쉽지 않다. 물론 ‘이성 인 

청 ’ 신에 ‘청  일반’을 보편청 으로 삼으면 논증의 올바름을 

평가할 경험 이고 객 인 척도를 확보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 지

만 그 게 되면 다수가 받아들이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비  태도

를 갖춘 이가 하는 것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3. 툴민

툴민에게 올바른 논증은 타당한 논증이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논증

의 타당성은 형식 논리학의 타당성과는 다르다. 그는 “타당한” 논증의 

조건으로 두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논증행 가 그가 제시한 논증행  

모델에 맞아 들어가야 하며, 둘째, ‘보증’이 ‘데이터’로부터 ‘주장’으로 

나아가는 데 하고, 그 ‘보증’이 ‘뒷받침’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

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툴민의 이 조건에 따르면, 논증의 올바름

은 형식 인 조건과 내용 인 조건이 결합하여 성립한다. 
논증행  모델에 부합해야 한다는 형식 인 조건은 모든 분야의 

논증에 공통되는 조건(field-invariant)이며 따라서 하나의 규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모델 덕분에 이제 우리는 다른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논증행 라고 하더라도 그것의 올바름을 해 들여다 야 할 요소들

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툴민의 논증행  모델은 형식 논리의 ‘참
인 제+타당’보다는 훨씬 세분화된 평가의 차를 마련해 다.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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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제의 어떤 부분을 더 집 해서 평가해야 하고, 어떤 외 상황

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며  그에 맞춰 결론의 지지 강도를 

조 할 수 있는 장치(한정사)까지 마련해 놓았다.
툴민의 논증행  모델은 각 제들에 다른 평가의 척도를 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에서 비  사고 교육에의 활용가능성을 기 하

게 한다. 이를테면 제가 ‘데이터’라면 데이터로서, ‘보증’이라면 보

증으로서의 한 역할과 수용가능성을 평가하면 되는 것이다. 문제

는 ‘데이터’, ‘보증’, ‘뒷받침’ 등의 구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

느냐이다. 양은석은 이러한 구분이 명확히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오

히려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 기존 논증 개념을 사용하는 것

이 낫다.”28)고 주장한다. 간편하게 용할 수 있는 것이 낫다는 그의 

취지는 필자도 동의하는 바이지만, 구분이 주는 이 과 그 구분이 일

으키는 혼란 에서 어느 쪽이 더 크냐에 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

하다고 생각된다. 구분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혼란이 일상 인 논증들

에서도 빈번하다면 그의 견해가 힘을 얻겠지만 이를 입증하는 것도 

반증하는 것도 이 논문의 범 를 넘어서는 일이다.  하나 지 할 

것은 그가 말한 혼란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불필요한 것인지는 따져

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설령 툴민식의 구분을 하지 않고 시작

하더라도 제들에 한 평가를 시작하게 되면 그 제의 성격을, 다

시 말해 각 제가 사실 인 주장이냐 일반 인 의견이냐 등을 물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데이터’, ‘보증’, ‘뒷받침’의 구분에 

혼란이 있더라도 그 혼란은 겪을 수밖에 없는 필요한 혼란일 수 있

다. 비  사고의 과정이 재탄생을 한 혼란의 과정을 필수로 거친

다고 한다면, 혼란을 발하는 도구로서 이 구분들은 의미가 있다. 
필자가 보기에 툴민의 논증행  모델이 갖는  하나의 미덕은 논

증행  평가 시 집 으로 살펴보아야 할 부분을 알려 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툴민은 논증행  모델에서 올바름을 평가할 때 주로 검해

야 할 것으로 ‘보증’의 성과 ‘뒷받침’에 의한 ‘보증’의 정당화를 

28) 양은석(2010), 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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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미덕은 여기까지만이다. 다음으로 ‘보증’의 

성을 평가하는 구체  기 이나 ‘뒷받침’에 의해 ‘보증’이 정당화

되는 상세한 기 을 마련하려고 하면 여기서부터는 일률 인 기 을 

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툴민은 더 나아가 그 기 은 논의

되는 분야 내부의 논리에 의해, 다시 말해 그 분야를 표하는 문가

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한다. 그가 말하는 논증행 의 건 성은 역

을 가로지는(interterritorial) 개념이 아니라, 역 내부의(intraterritorial) 
개념이다. 심지어 그는 말하기를, 한 과학  발견은 발견자가 속

한 장(field)과 우리 앎의 일반  상태를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가 논

증하는 방식과 좋은 논증이기 한 규범까지도 바꾼다.29)

툴민의 이 마지막 언 은 형식 논리학의 건 성 기 이 갖는 특별

한 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필자의 해석으로는 형식 논리학의 건

성 기 은 기껏해야 컨  수학과 같은 특수한 역에서나 규범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이 된다. 그의 주장을 따라 가면, 다른 분야의 좋

은 논증의 기 은 형식 논리학의 건 성 기 이 단지 약화된 형태가 

아니라 그것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다. 비  사고의 핵심인 논증의 

올바른 평가 기 이 이런 상황에 있다면 비  사고의 문제는 앎의 

문제와 다르지 않은 것이 된다. 이는 비  능력을 지식의 단순한 

축 과 구별되는 것으로 보는 우리의 통념과 배치된다.

4. 에머 과 그루텐도스트

마지막으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학교에서 최근에 가장 활발한 활

동을 보이고 있는 에머 과 그루텐도스트의 화용－ 화론  근

(pragma-dialectical approach)을 추가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이들의 이론이 지 까지의 논증행  이론을 집 성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가장 자세하고 포 이면서 체계 으로 논증행 의 규범들을 

29) Eemeren, F. H. van, Grootendorst, R., & Henkemans, F. S.(1996), 134

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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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이 제시하고 있는 규범들의 비

 사고에의 활용가능성을 검한다면 그것은 곧 논증행  이론의 

비  사고에의 활용 가능성의 많은 부분을 한꺼번에 검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름이 보여주듯 화용－ 화론  근은 그 까지 있어왔던 논증

행 에 한 화용론  근과 화론(변증론)  근의 성과를 종합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30) 그들은 논증  담화의 기술  차원과 규범

 차원의 종합을 시도하고 있는데, 언어행 에 한 화용론  연구 

성과로부터 경험 , 기술  차원의 도움을, 논증행 에 한 화론 , 
변증론  연구로부터 논리 , 규범  차원의 도움을 받아 이를 종합하

고 있다. 문제는 종합의 방법인데, 그들은 합리  통과 경험  통

을 종합하는 칸트의 선험 (transcendental) 종합의 방법을 따른다. 다

시 말해 논리 이든 경험 이든 논증행  바깥에 설정된 어떤 기 을 

가지고 논증의 합리성을 평가하는 것을 배제하고, 논증 차 그 자체

가 가진 본래의 기능에 근거해, 즉 논증행 의 가능근거를 토 로 논

증행 의 합리성을 평가한다. 즉 논증 차가 목표하는 바를 잘 이루

도록 그 논증행 가 기능한다면 그 논증행 는 합리 이다.31) 
그 다면 논증 차를 가능  하는 그것의 원래 목 은 무엇인가? 

이들에 따르면 논증행 란 “의견의 차이를 해소하기 한 언어의 사

용을 특징으로 갖는 담화의 특정한 양식”32)이다. 논증행 의 목 은 

의견의 차이 해소인 것이다. 물론 의견 차이 해소는 제3자의 일방 , 
강제  조정이 아니라 화 당사자 간의 의견 일치를 통해 이루어져

야 한다. 그 다면 논증행 의 올바름을 정하는 규범은 화를 통

한 의견 차이 해소를 진시키는 지침의 형태를 띨 수밖에 없다. 

30) 이들에 이론에 근하는 길잡이가 되는 세 권의 책은 Eemeren, F. H. 

van, & Grootendorst, R.(1984); (1992); Eemeren, F. H., Grootendorst, 

R., Jackson, S. & Jacobs, S.(1993).

31) 간단한 요약은 Eemeren, F. H. van, Grootendorst, R., & Henkemans, F. 

S.(1996), 23쪽, 자세한 설명이 나온 최근의 책으로는 Eemeren, F. H. 

van, & Grootendorst, R.(2004), 13-18쪽 참조.

32) Eemeren, F. H. van, Grootendorst, R., & Henkemans, F. S.(1996), 2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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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의견의 차이를 해소하는 과정을 네 단계, 즉 의견 상충이 확

인되는 맞 면(confrontation) 단계, 양쪽의 입장 차와 토론의 공통 지

반을 확인하는 개시(opening) 단계, 한쪽이 논증을 제시하고 다른 쪽이 

그에 반응하는 논증행 (argumentation) 단계, 마지막으로 찬성자의 의

견 유지나 철회가 결정되는 결론(concluding) 단계로 나 고 각 단계에

서 요구되는 규범들을 찾아 이를 행동 강령(code of conduct)으로 제시

하고 있다. 그 강령들  기본 인 10개, 즉 지의 형태로 표 된 합

리  논증행 의 “10계명”33)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규칙 1. 양쪽은 각각의 견해 표명이나 의문 표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규칙 2. 견해를 표명한 쪽은 자기 견해를 옹호하라는 요구를 거부해서

는 안 된다.
규칙 3. 견해에 한 공격은 다른 쪽이 제시하지 않은 견해에 한 것

이어서는 안 된다.
규칙 4. 견해는 비논증행 나 그 견해와 련 없는 논증행 에 의해 

옹호되어서는 안 된다.
규칙 5. 자신의 암묵  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쪽이 가정하지 않은 

것을 가정한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규칙 6. 받아들여진 제가 아닌 것을 받아들여진 출발 으로 삼거나, 

출발 으로 받아들인 제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규칙 7. 논증행 에서 형식 으로 결정 인 것으로 제시된 추론은 논

리 인 의미에서 타당하지 않은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규칙 8. 형식 으로 결정 인 추론에 토 하지 않은 논증행 에 의해 옹

호된 견해는 그 옹호가 한 논증 도식에 의해 올바로 이루어

지지 않는 한 결정 으로 옹호되었다고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규칙 9. 어떤 견해의 옹호 실패가 그 견해의 유지로 끝나거나, 어떤 

견해의 결정  옹호가 그 견해의 의심을 유지하는 것으로 끝

나서는 안 된다.
규칙10. 충분하게 분명치 않거나 애매해서 혼동을 일으키는 표 을 사

용해서는 안 되며, 한쪽은 다른 쪽의 표 을 의도 으로 곡해

해서는 안 된다.

33) Eemeren, F. H. van, & Grootendorst, R.(2004), 187-196쪽. 이  형태는 

(1992), 208-2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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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사고의 함양과 련하여 이 규칙들은 우리에게 어떤 효과

를 갖는 것일까? 우선 이 10개의 규칙은 오류추리 분류의 새로운 기

으로 삼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오류추리들이란 다름 아니라 10개의 

규칙  하나나 그 이상을 어긴 것이다. 에머 과 그루텐도스트는 이

런 원칙에 따라서 기존의 오류들을 십계명의 각 규칙 아래로 분류한

다. 컨 , 힘에 호소하는 오류는 규칙 1을,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는 

규칙 3을, 순환논증의 오류는 규칙 5를 어긴 것이 된다. 이 분류를 

통해 새롭게 조명 받는 것도 있다. 컨  지 까지 에 호소하는 

오류로 함께 취 했으나 이제는 그  군  심리에 호소하는 오류는 

규칙 4를, 다수가 옳다는 이유로 옳다고 여기는 형태의 오류는 규

칙 7을 어긴 것으로 달리 분류된다.34)

다음으로 이 규칙들은 논증  담화의 재구성을 한 지침이 될 수 

있다. 특히 일상 인 논증행 를 올바른 분석과 평가의 상으로 재

구성하기 해서는 경험 으로 주어진 것들 가운데서 빼기, 더하기, 
자리 바꾸기, 바꿔치기의 네 가지 변형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규칙들은 이를 한 지침으로 쓰일 수 있다. 그런데 이 규칙들이 

이 재구성을 한 변형 작업에 얼마만큼 극 인 지침이 될 수 있

을까? 이 규칙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분 상  원칙인 자비의 원

칙의 하  원칙들로 포섭될 수 있는, 논증행 의 가장 기 인 규칙

들이어서 심지어는 연역지상주의자조차도 이견이 없을 것들임을 알 

수 있다. 그 다면 그들의 업 이라면 이 규칙들을 일정한 원칙에 기

하여 체계 으로 도출했다는 것 정도일 것이다. 
다만 두 개의 규칙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데, 그것은 바로 어떤 

추론이 결정 으로 옹호되기 한 조건을 명시한 규칙 7과 8이다. 규

칙 7과 8은 논증행 에서 일어나는 추리를 간단히 말해 형식 인 추

리와 비형식 인 추리로 나 어서 각각의 경우에 의거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형식 인 추리의 경우에는 논리 으로 타당한 논증 

34) 자세한 내용은 Eemeren, F. H. van, & Grootendorst, R.(1992), 93-11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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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에, 비형식 인 추리의 경우에는 한 논증 도식에 따를 때에

만 정당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달리 말하면 다른 평가 규범을 끌

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규칙 8을 제외하고 규칙 7과 나머지 규

칙들만 남겨놓는다면 연역지상주의자의 9계명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

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차이 을 찾고자 하면 더더욱 주목의 상

이 되는 것이 규칙 8, 그 에서도 특히 이 규칙에서 따르라고 말하

는 ‘ 한 논증 도식’이다. 이 논증 도식은 그들 말 로 “논리 으로 

타당한 것으로 제시되지 않은 논증에 의해서도 견해들이 결정 으로 

옹호될 수 있음”35)을 보증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이 논증 

도식을 논증행  바깥에서 찾지 않는다. 그들에게 논증 도식이란 논

증의 올바름을 테스트하기 해 찬성쪽과 반 쪽이 채택하기로 합의

한 방법에 다름 아니다. 그들이 설정한 공통의 지반 에서 용인될 

수 있는 도식일 때 그 논증 도식은 하고도 올바르다. 사실 규칙 

7에서 말한 논리 인 의미에서 타당하다는 것도 그들은 형식 논리  

타당성보다는 넓은 의미로 사용한다. 형식 논리학이 논리학의 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논리  타당성조차도 채택하는 논리학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면 결국 어떤 종류의 논증이든 논증

행  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올바름의 최종 인 기 이 된다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 될 수밖에 없다. 기 했던 규칙 7과 8이 우리에게 추

가로 제공해주는 실질 인 규범은 결국 아무 것도 없다. 

Ⅳ. 논증행위 규범의 종합적 모델과 비판적 사고의 과정

이제 지 까지 살펴본 네 종류의 행 이론  통을 종합하여 형

식 논리 인 비  사고의 규범을 신할 행 이론  비  사고의 

규범을 마련해보고자 한다. 다행히 우리는 비형식논리학, 페 만과 올

히츠－티테카, 툴민, 에머 과 그루텐도스트의 성과를 종합할 수 

35) Eemeren, F. H. van, & Grootendorst, R.(2004), 1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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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단서를 마지막 두 사람의 10계명에서 발견할 수 있다. 앞에서 

잠깐 살펴본 것처럼 10계명 에서 규칙 7과 8은 논증행 에서 이루

어지는 추론에 한 별도의 평가 기 을 언 한다는 에서 다른 여

덟 개의 규칙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종합을 

한 첫 단계는 규범을 논증행 에 한 규범과 그 속에서 이루어지

는 추론, 즉 논증에 한 규범으로 나 는 것이다. 이 게 나 고 보

면 논증행 에 한 규범은 에머 과 그루텐도스트의 규칙 7, 8을 제

외한 나머지 규범들로부터 충분히 구성될 수 있다. 물론 필요하다면 

페 만과 올 히츠－티테카의 논증행  이론과 보편청  개념으로

부터도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논증행 에 

한 규범에는 논증행 의 시작과 진행, 마무리뿐만 아니라, 논증을 

재구성하기 한 더하기, 빼기, 자리 바꾸기, 바꿔치기 작업에서 견지

해야 할 원칙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제 남은 규칙 7과 8은 그

게 해서 재구성된 논증의 평가를 한 규범의 역할을 하는데, 이를 

보완해  수 있는 것이 바로 비형식 논리학의 논증 구도도와 RSA-
삼각형, 툴민의 논증행  모델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에머 과 그루텐도스트의 견해와 무 하게 는 상반되게 필자가 

이런 종합을 시도하는 이유는 비형식 논리학과 툴민의 모델이 논증의 

평가에서 좀 더 구체 인 차와 세부 인 기 을 제공해  수 있

기 때문이다. 컨  우리는 비형식 논리학의 논증 구조도의 도움을 

받아서 제들 간의 계에 한 분석을 더 진행할 수 있고, 툴민의 

모델의 도움을 받아서 각 제들이 결론 도출과정에서 담당하는 역할

을 좀 더 자세히 규정할 수 있으며,  그에 맞추어 각 제에 한 

평가의 지침도 세 하게 규정할 수 있다. 
물론 이론 인 측면에서는 많은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종

합이 일 된 이론  토 를 가질 수 있는가, 논증행 와 논증 간의 

분명한 구분이 가능한가, 등의 의문이 당장 제기될 것이다. 하지만 

논증행 의 평가의 주요 과정 의 하나가 논증행 로부터 논증을 재

구성하고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라는 것은 어 든 논증에 한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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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가 유의미성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 다고 본다. 논증행 로부터 

논증을 분리, 재구성하는 작업은 추상화의 작업인데, 추상화의 정도와 

그 종착 은 다를지라도 추상화 자체의 유의미성과 불가피성은 부

분 인정하는 것이다. 이 정도 수 의 변명으로 만족하고 체계의 일

성과 구분의 엄 성 등에 한 이론  의문을 감내하는 것은, 본 논

문의 목 이 논증행  이론에서 도출되는 규범과 차가 비  사고 

교육에 활용될 최선의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론  결함을 무시하고 짜깁기된 이 논증행  

규범의 종합  모델의 역할을 비  사고 향상의 에서 검토해보

자. 비  사고에 한 잘 알려진 정의는, 비  사고란 “무엇을 

믿거나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데 을 맞춘 합리  반성  사

고”,36) 는 “믿음과 행 의 안내가 되는 것으로서, 찰, 경험, 반성, 
추리, 의사소통 등을 통해 수집되거나 생산된 정보를 극 으로 능

숙하게 개념화, 용, 분석, 종합, 평가하는 지 으로 숙달된 과정”37)

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의는 결과 으로 도달한 최종 상태에 한 정

의이므로 비  사고 향상을 한 구체  차를 모색하고자 하는 

우리의 목 에는 오히려 과정을 기술한 다음 정의가 더 도움이 될 

듯하다. 비  사고란 “문제나 의문이나 상황을 탐색하고, 그것에 

한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통합하고, 해결책이나 가설에 도달하고,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능력”38)이다.

비  사고 교육은 한마디로 비 의 과정을 훈련하는 것이다. 비

의 과정, 특히 논증행  상황에서 비 의 과정이란 주어진 견해와 

근거를 분명한 형태로 재구성하고, 근거의 확실성과 타당성을 검하

고, 문제가 있을 경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나 안이 되는 

견해를 제시하여, 더 나은 견해를 도출하고 입증하는 과정이다. 그

다면 논증에 한 형식 논리학  모델과 우리의 논증행 론  종합 

모델이 만들어내는 교육  차이는 바로 이 과정에서의 다음과 같은 

36) Ennis(1989), 1쪽.

37) Scriven, M., and Paul, R.W.(1987).

38) Warnick, B., and Inch, E.(1994),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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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형식 논리학  모델: 
(1) 자비의 원칙에 따라 주어진 견해와 근거를 최 한 상황과 의도에 

맞게 논증의 형태로 재구성한다. (2) 논증의 재구성을 한 추상화 작

업은 연역 으로 타당한 논증의 제반 형식들 의 하나와 일치될 때

까지 계속한다. 필요하다면 타당한 형식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숨은 

제를 보충한다. (3) 연역 으로 타당한 논증 형식들에 맞게 재구성

되었다면 그 논증의 제들의 참에 한 평가 작업에 착수한다. (4) 
만약 제가 참이 아닐 논리  가능성이 조 이라도 있다면 그 가능

성을 제기하고 안이 되는 논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거나 스스로 제

시한다. (5) 그리하여 연역 으로 타당하면서도 제의 참이 의심받지 

않는 논증이 완성될 때 비 의 작업은 성공 으로 끝이 난다.

논증행 론  종합 모델: 
(1) 자비의 원칙에 따라 주어진 견해와 근거를 최 한 상황과 의도에 

맞게 논증의 형태로 재구성한다. (2) 논증의 재구성을 한 추상화 작

업은 우선 1단계에서는 제와 결론의 계를 논증 구조도로 나타내

고, 다음 단계로 각 제가 갖는 역할을 명시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논증 구조도로 나타내는 1단계에서는 제들 간의 계가 수직 이냐 

수평 이냐, 그리고 수평 이라면 서로 독립 이냐 의존 이냐를 구분

하는 것이 핵심 인 작업이 되고, 제들의 역할을 명시하는 2단계에

서는 툴민의 논증행  모델의 도움을 받아 각 제가 사실에 한 데

이터인지, 데이터와 결론 간의 다리 역할을 하는 일반 명제인지, 아니

면 그 일반명제를 다시 뒷받침해주는 사실  주장인지 등을 구분하는 

작업이 핵심 인 작업이 된다. (3) 논증구조도와 툴민의 논증행  모

델에 맞게 논증이 재구성되었다면 그 논증의 제들의 수용가능성  

그 모델의 일원으로서 각 제들의 역할 수행 정도에 한 평가 작업

에 착수한다. (4) 제의 수용가능성과 각 제의 역할 수행 정도에서 

그 논증행 가 이루어지는 분야의 공인된 인정 기 을 만족시키지 못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만족시키는 안이 되는 논증을 제시

하도록 요구하거나 스스로 제시한다. (5) 그리하여 해당분야의 공인된 

인정 기 을 모두 만족시키는 논증이 완성될 때 비 의 작업은 성공

으로 끝이 난다. 

두 모델의 다섯 단계는 각각 비 을 한 (1) 논증 분석 시작, (2) 
논증 분석 마무리, (3) 논증 평가 시작, (4) 논증 평가 마무리, (5)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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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우선 (1) 논증 분석 시작의 단계에

서는 두 모델에서 차이가 없다. 그런데 에머 과 그루텐도스트의 10
계명 에서 규칙 7과 8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규범들은 이 (1) 단계

를 한 규범들이다. 그들이 상세하게 밝 놓은 규칙들에서 우리가 

특별한 감흥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 내용들은 어느 모델이든 이미 충분히 따르고 있는 규범

을 좀 더 체계 으로 친 하게 밝 놓은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본격

인 차이는 (2) 단계부터 시작되는데, 각 단계별로 에 띄는 을 

지 하면, (2) 논증 분석 마무리 단계에서는 첫 번째 모델은 형식

으로 타당한 논증이 종착지인데 반해, 두 번째 모델은 ‘논증 구조도+
툴민의 논증행  모델’이 종착지라는 , (3) 평가 시작 단계에서는 

첫 번째 모델은 결국 제들의 참 여부 하나에 평가가 집 하게 되

는 데 반해, 두 번째 모델은 제의 수용가능성과 제들의 역할 수

행 정도 두 측면에서 평가가 진행된다는 , (4) 평가 마무리 단계에

서는 안이 요구되는 때가 첫 번째 모델에서는 제가 참이 아닐 

논리  가능성이 있을 때인데 반해, 두 번째 모델에서는 논의 분야의 

공인된 기 에 부합되지 못할 때라는 , (5) 비  마무리 단계에서

는 비 의 궁극  목 이 첫 번째 모델에서는 연역 으로 타당한 논

증의 완성인데 반해, 두 번째 모델에서는 해당 분야에서 공식 으로 

인정할 수 있는 논증의 완성이라는  등이다.
이 둘의 차이를 명시 으로 비교해 놓고 볼 때, 그 다면 비  

사고 교육을 직 으로 수행해야 하는 교수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쪽 

모델을 채택하는 것이 합당한가? 가장 쉬운 답은 논증행 가 이루

어지는 분야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 것일 것이다. 학문 분야별로 요

구되는 엄격성의 정도가 다른 만큼 컨  수학은 첫 번째 모델을, 
여타의 학문은 두 번째 모델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이다. 
이 답은 사실상 두 번째 모델에 더 손을 들어주는 것 같다. 왜냐하

면 첫 번째 모델은 두 번째 모델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상황의 특수

한 한 이스로 포섭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지당한 답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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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하지만 이 답은 질문의 본래 취지를 살려주는 답은 아닌 것 같

다. 왜냐하면 실제 이루어지는 비  사고 교육이 분야별로 특화되

어 이루어지지는 경우는 거의 없거나 드물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음 질문은 이 게 고칠 필요가 있다. “교양기  교육으로

서 비  사고 교육은 어느 모델을 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둘 

의 어느 한쪽을 우선시해야 한다면 필자는 첫 번째 모델을 근간으로 

삼겠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교육의 목표와 그 목표

를 달성하기 한 수단을 구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두 번째 

모델은 비  사고 훈련을 제 로 받은 사람들이 결과 으로 갖춰야 

할 비  사고 교육의 목표에 가까운 것이므로 이에 바로 도달하려고 

하기 보다는 기 인 훈련을 해 단순하면서도 원리 인 측면에 집

하는 첫 번째 단계가 교육 으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결과 으로 효

과 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둘째, 첫 번째 모델은 기 인 모델이

면서 한 최종 인 모델이기 때문이다. 연역 으로 타당한 이론의 체

계는 분야를 막론하고 학 인 모든 활동의 궁극  목표 이자 이상이

다. 모든 학문이 좌표의  주 에 멀게 는 가깝게 펼쳐져 있다고 

생각해 보자. 첫 번째 모델이 이상으로 삼는 연역  체계는 모든 학문

이 여기로 수렴하고자 하는 과도 같은 것이다. 각각의 공에 진

입함에 따라  이 에서 멀어지겠지만 그 에 어도 의 

이상 인 모델을 조 이나마 맛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비  사고 

교육이 해주어야 할 요한 한 부분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셋

째, 둘째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연역  체계의 요구는 데카르트가 

한 것과 같은 방법  회의를 가능  하는 가장 효과 인 도구이기 때

문이다. 잘 알다시피 논리  타당성은 제가 참일 때 결론이 참이 될 

가능성이 실 으로나 법칙 으로 단히 높다고 해서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결론이 도출되지 않을 논리  가능성이 티끌만큼이라도 있으

면 그 논증은 연역  타당성의 에서 비 의 상이 된다. 이러한 

비 을 통한 사고의 확장 역시 비  사고 교육이 책임져야할 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첫 번째 모델의 활용을, 단지 인기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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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해서, 회피할 수는 없다.

그 다면 앞에서 캐헤인이 한 학생으로부터 받았던 불만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러한 불만에 응하기 해 두 번째 모델을 우선시

하는 것은 한꺼번에 무 많은 것을 이루려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놓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학생들의 불만에 한 해

결책은 따라서 두 모델  어느 하나를 택하는 방법으로는 찾기 어

렵다. 그 지만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두 모델을 단계 으로 진행

하는 방법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1단계 과정에서는 첫 번째 모델을,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는 두 번째 모델을 주로 비  사고 교육을 

진행시키는 것이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두 마리의 토끼를 그나마 

온 하게 잡는 길이라 생각된다.39) 
본 논문이 상식 인 기 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론을 재확인시켜

다는 에서 크게 새로울 것은 없을지도 모르겠다. 그 지만 논증

행  이론의 지 까지의 성과들이 비  사고의 과정에 구체 으로 

어떻게 용될 수 있으며,  그 게 용되었을 때 형식 논리  

근과 어떠한 공통 과 차이 을 갖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는 , 그리고 그를 통해 단계  용의 가능성에 설득력을 더할 수 

있게 되었다는 에서 새롭게 알려주는 바가 있으리라 기 한다.

39) 양은석(2010)은 논증유형으로 근하는 방식이 비  사고 학습의 방법

으로 가장 효과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논증행  모델인 툴민의 모델 같

은 경우는 용하기 불분명하다는 것을 비 의 근거로 삼고 있다. 하지만 

용의 분명/불분명보다 먼  생각해야 할 것은 어떤 방식이 비  사고

의 향상에 더 효과 이냐 이다. 설령 좀 더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비

 사고의 향상에 더 도움이 된다면 그것은 일정 부분 감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에서 이 단계  수용안은 그의 견해보다는 툴민 모델에 

우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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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rgument and Argumentation:
in the light of critical thinking education

Bae, Sik-Han

The methods of critical thinking education in Korean universities have 
made a considerable change from concentrating on formal, logical 
analyses of arguments to focusing on informal, dialectical interpretations 
of argumentation over the last 20 years. I attempt to examine and evaluate 
the effects and limits of this ‘shift from argument to argumentation’. My 
strategy is to extract the norms for evaluating arguments or 
argumentations from theories of argumentations 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at first and then to apply those norms to educational processes 
for critical thinking. Finally I show the concrete roles they play as regards 
improvements in critical thinking ability. This paper begins with a survey 
of the early stages of the change by concentrating on three main streams: 
the work of C. Perelman and L. Olbrechts-Tyteca, the work of S. E. 
Toulmin, and the informal logic movement (II). This paper then 
scrutinizes how many norms which can be substituted for formal logical 
validity we can extract from these streams (III). The paper ends by 
formulating a synthetic model which integrates the extracted norms, 
applying the model to the critical thinking process, and illustrating the 
concrete roles it plays in creating improvements in critical thinking (IV).

Keywords: Critical Thinking, Argument, Argumentation, Informal 
Logic, Logical Validity, Norm Logical Validity, Nor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