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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레토리케 바깥의 ‘修辭’
흔히 동아시아의 근대를 일러 ‘번역된 근대(translated modernity)’라
고 한다. 일본은 서구의 근대를, 중국은 서구와 일본의 근대를, 또 우
리는 서구와 일본 그리고 중국의 근대를 번역하며 근대를 만들어왔
다.1) 물론 단순히 외래의 것만을 번역했던 것은 아니다. 우리나 중국,
일본 할 것 없이 자기네 문명에 대한 번역 역시 생략할 수 없었다. 결
국 西勢東漸의 시기를 맞아, 동아시아 제국에게 ‘문명의 번역’은 피해
갈 수 없는 운명이었다.
‘修辭’라는 어휘가 레토리케(rhêtorikê)의 번역어로 선택된 것도 그런
운명의 결과였다. 동아시아에 처음으로 소개될 즈음 ‘善論之理(논변을
잘 하는 이치)’, ‘善言之法(말을 잘 하는 법)’ 정도로 번역되었던 레토리
*58)이 글은 한국수학학회 주관 2005년 3월 월례학술발표회의 발표문을 수정 보
완한 것이다.
**59)서울대학교 중어중문과 교수
1)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마루야마 마사오․가토 슈이치, 임성모 역, 『번역
과 일본의 근대』(서울: 이산, 2000)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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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는 결국 ‘演說術’․‘修辭學’이라는 어휘로 정착된다. 서구를 문명적
파트너로 인정하고 그들을 번역 소개하고자 했던 옌푸(嚴復)가 ‘言語科
(언어에 대한 기술)’2)라고 창의적으로 번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학)’라는 말이 최종적으로 승리한다. 이는 ‘운명적’이었다. 외래의 것을
단순히 統辭 차원에서 번역하는 것, 곧 하나의 외국어를 모어로 옮기
는 것만으로 새로운 문명의 창출이 가능했다면, 아마 옌푸의 번역어가
원조임을 내세워 언어시장을 평정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시대는 보
다 심층의 번역을 요구했다. 필요한 것은 ‘나[我]’와 ‘그[彼]’ 간의 건설
적인 소통이었다. 번역이란 ‘나’의 것을 갖고 나가 ‘그’의 것을 맞이하
는 작업이기에, 그러한 시대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부응할 수 있었다.
마침 魏晉 이래 佛學이 본격적으로 번역되면서 수립된 ‘格義’의 번역
전통이 중국인에겐 보다 친숙했던 참이었다.3) 따라서 자국 문화전통의
두께가 거의 없는 ‘言語科’란 말 대신에 전통의 숨결이 오롯이 살아있
는 ‘修辭’가 선택된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더구나 전통시기의 서면
어가 ‘아름다운 말[文言]’이라고 불린 데서 알 수 있듯이, ‘수사’란 전통
의 단순한 일부가 아니라 그것의 밑천과 핵을 구성하는 주요 인자의
하나였다.
따라서 수사를 다룰 때, 이를 단지 레토리케의 번역으로만 보는 태
도는 곤란하다. 레토리케라는 어휘가 없었다고 그러한 관념이나 활동
이 없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중국의 지적 전통에는 레토리케란
말로 아우를 수 있는 지적 흐름과 소산이 상당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2) 芝田稔, ｢日中同文語彙交流の史的硏究(3)――嚴復の譯語について｣(關西大學東
西學術硏究所 編, 『東西學術硏究所紀要』, 第7集, 昭和 49년 3월), 40쪽.
3) 불경 번역 과정에서 수립된 ‘格義’ 전통에 대해서는 윤영도, 『中國 近代 初期
西學 飜譯 硏究――萬國公法』飜譯 事例를 中心으로｣(延世大學校 大學院 박사
학위논문, 2005)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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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서구에서 레토리케란 어휘와 실제가 전해짐으로써 비로소 그러한
지적 소산이 하나의 학문 분야로 묶이게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
실이다. 그러나 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레토리케와 이의 번역어로 선
택된 수사라는 두 관념을 맺어주는 방식에 대한 성찰이다. 곧 중국의
지적 전통에서 레토리케에 합당한 것만을 골라 레토리케의 역사를 재
구성하는 일방적인 방식을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독자적인 논리와 전통을 갖춘 전통시기의 수사를 그 자체로 복원한 후
레토리케와 대결시키는 방식은 그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랬을 때, 우리는 동아시아에서 진행된 레토리케의 번역의 역사를 보
다 풍요롭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이며, 수사라는 관념을 매개로 이뤄진
전통시기 중국에서의 지적 모색이 서구 레토리케의 그것과 어떻게 같
고 다른지를 보다 실증적으로 따져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상의 문제의식 아래 일단 수사라는 말에 쌓인 전통의
두께를 들쳐보는 작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두 번째 장에서
수사라는 말이 처음 나온 “修辭立其誠”이란 구절이 역대에 어떤 식으
로 해석되었는지 그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수사에 관한
전통시기 중국인의 관념을 재구성한 다음, 세 번째 장에서는 수사에
대한 관념이 그렇게 형성된 저변의 사정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자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장의 끝머리에서 레토리케의 번역어 선정과
관련한 필자의 생각을 시론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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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윤리학으로서의 수사학
“修辭立其誠”에 대한 주석을 살펴본다 함은 곰팡내 나는 역사의 창
고에서 그에 대한 사유의 편린을 정리한다는 뜻아 아니다. 이는 그 정
도의 ‘소극적’ 행위를 넘어선다.
역대로 무언가에 주석을 단다는 것은 자기 주장을 개진하는 주된 방
식이었다. 그것은 ‘구성적 편집(conforming edition)’이라는 한자문화권
지식구축방식4)의 정합적인 자기 전개의 결과이다. 따라서 先人들의 주
석에서 취사선택하여 자신의 주석 모음[集註]을 만드는 것은, 또 그것에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는 것[注, 疏, 箋]은 자기 주장 그 자체가 된다.
“修辭立其誠”에 대한 주석 역시 마찬가지였다. 아니 그것의 출현 자
체가 주석이었다. 이 구절은 모든 學人에게 공통 전범인 『易經』乾卦
의 經文을 풀이한 ｢文言傳｣에 처음 나온다. 역대로 학인들은 ｢문언전｣
의 저자로 孔子를 지목하였다. 공자는 성인 중의 성인으로 추앙받은
인물이었다. 한자문화권에서 성인은 천지자연의 섭리를 체득하여, 천지
의 운행에 참여하는 존재로 설정된다.5) 따라서 그가 한 말이나 손댄
글은 참된 진리 그 자체의 ‘肉化’였다.6) 그런데 성인이었던 공자 역시
도 자신의 주장을 경전에 대한 주석이란 형식으로 개진한다.

4) 이에 대한 논의는 리처드 니스벳 저, 최인철 역, 『생각의 지도――동양과 서
양, 세상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선』(서울: 김영사, 2004)를 참조할 것.
5) 예컨대 『文心雕龍․原道』에 나오는 “우러러 해와 달이 쏟아내는 광채를 바
라보고, 몸 굽혀 산천이 머금은 문채를 살펴보니, 이에 상하의 위치가 결정되
어 천지가 비로소 태어난다.(仰觀吐曜, 俯察含章, 高卑定位, 故兩儀旣生矣)”와
같은 문명 창출 행위를 수행하는 존재가 곧 성인이다.
6) 마치 기독교에서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肉化된 로고스인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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乾卦의 세 번째 괘[九三]의 卦辭에서 말한 “군자가 종일토록 꾸준히 노력
하고 저녁때까지도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면, 위태로운 지경에 처할지라도
탈은 없을 것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덕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며, 대업의 성취를 위해 연마한다. 忠과 信
은 덕에서 나아가는 근거요, 말을 닦고 뜻을 바로 세우는 것은 대업을 성취
하는 근거이다.(九三曰, “君子終日乾乾, 夕惕若, 厲无咎”, 何謂也? 子曰, “君子
進德修業. 忠信, 所以進德也; 修辭立其誠, 所以居業也.) - 『易․乾卦․文言
傳』

선한 이라 하여 늘 평안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누구든 자신의 노력
여하에 상관없이 원치 않는 위험에 처하기도 한다. 역으로 위험에 처
한다고 다 다치는 것은 아니다. 선한 이는 매사에 삼가고 조심하기[愼
獨]에 위험에서도 별탈없이 벗어난다. 공자는 군자가 그럴 수 있는 까
닭을 “忠信”과 “修辭立其誠”을 바탕으로 덕의 완성과 대업의 성취를
위해 쉼없이 노력하는 행위에서 찾는다. 수사는 이처럼 윤리적 맥락에
서 제시된 실천적 덕목이었다.
문제는 수사가 애초에 자리했던 콘텍스트와 무관하게, 수사라는 기
표 자체가 逐字的으로 미학적 지향을 표할 수 있다는 데서부터 비롯되
었다. 더군다나 글을 다루는 이에게 있어 ‘아름다운 표현’이란 떨쳐내
기 어려운 욕망이었다. 전통시기 내내 ‘글쓰기의 공공성’7)이 지배적 권
위를 행사했던 중국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역대로 많은 논자가 나와
수사에 대한 윤리학적 요구와 미학적 지향의 정갈한 조화를 위해 노력
했다. 양극단에 섰던 이들조차도 “둘 중의 어느 하나” 식으로 양자간
7) 일반적으로 고대 중국인의 문학관은 ‘效用論’을 기반으로 한다고 평한다. 실제
로 그들은 비교적 최근까지도 중국의 지식인은 설사 사적인 글쓰기를 수행함
에도, 외적으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글을 쓴다는 심층심리를 지니고 있었
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중국문학의 성향체계를 ‘글쓰기의 공공성’이라고 명명
하기로 한다. 이점에 대해서는 서경호, 『중국문학의 발생과 그 궤적』(서울:
문학과지성사, 2004)의 제2장, 제3장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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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를 조정할 수 없었다. 설사 미학적 지향으로서의 수사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수사라는 기표 자체를 내칠 수는 없었다.
수사란 표현은 성인이 직접 한 말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수사를 둘
러싼 해석은 多岐할 수밖에 없었다. 근대 시기 레토리케의 번역어로서
주목받기 전부터 수사는 이미 대대로 문인들이 시급히 풀어야 할 화두
의 하나였던 것이다.
“修辭立其誠”을 統辭的으로 해석하면 다음의 세 가지 경우가 가능해
진다. 첫째는 ‘修辭하고 立其誠한다’이다. 둘째는 ‘修辭하여 立其誠하다’
이다. 셋째는 ‘修辭하되 立其誠이라’이다. 역대의 주석은 이 중 첫째 혹
은 셋째의 해석을 주로 채택한다. 두 번째 해석은 수사가 ‘立其誠(이하
立誠으로 표기)’의 선결조건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방점이 立誠보다는
수사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이는 글쓰기의 공공성으로 대변되는 보다
深級의 성향체계(habitus)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첫째나 셋째
는 모두 수사가 글쓰기의 미학적 지향을 대변하고, ‘立誠’이 글쓰기에
대한 윤리학적 요청을 대변한다는 구도를 띤다. 차이가 있다면, 첫째가
수사와 ‘立誠’ 사이에 가치론적 우열이 없다고 보는 입장인 데 비해,
셋째는 ‘立誠’에 방점이 놓이고, 수사는 종속적인 자리로 밀린다는 점
이다. 또한 첫째에 비해 셋째가 乾卦의 卦辭라는 經文에 대한 주석이
라는 원래의 맥락에 더욱 충실하다는 점도 둘 사이의 차이점으로 들
수 있다.
그 결과 “修辭立其誠”에 관한 역대의 주석은 주로 셋째의 입장에서
이뤄졌다. 예컨대 수사를 형식적인 요소로 보고 立誠을 내용적인 요소
로 보아, 내용이 있을 때 형식은 비로소 빛난다는 식으로 풀었다. 곧 윤
리학적 요구의 실현에 도움이 될 때 미학적 지향도 가치가 있을 수 있
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수사는 독립적으로 자기 가치를 주장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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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게 되고, 立誠에 기대는 포즈를 취하게 된다. 이는 文彩로움을 포함한
글의 형식적 요소는 먼저 내용적 요소가 선행해야 비로소 갖춰질 수 있
다는 ｢詩大序｣의 관념, 곧 “정(情)은 마음에서 움직여서 말에서 형상화
된다(情動於中而形於言)”는 관점8)의 당연한 자기전개이기도 하다.
“修辭立其誠”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일견 修辭의 독자적 가치를 전
면적으로 부인하는 듯이 보인다. 그런데 중국문학사의 실상은 도리어
그와는 반대의 양상을 보인다. 『論語』에 “덕이 있는 자는 반드시 말
을 하게 된다(有德者必有言)”이라는 언명이 있듯이, 수사는 오히려 立
誠과의 관계 아래서 보다 자유롭게 된다. 최소한 ‘有德者’에게 있어 수
사는 아무런 제약 없이 구사할 수 있는 덕목으로 전화되는 것이다.
이는 전통시기 중국인들이 늘 취하던 방식이었다. 글쓰기의 공공성
이 지배적인 담론 권력을 휘두를 때, 그것에 반하는 혹은 그것과는 다
른 선분을 그리는 움직임은, 자신이 그것에 대한 또 하나의 주석임을
자임하며 그 그늘로 찾아들곤 했다. 농염한 淫詩가 『詩經』에 실리는
방식이 그러했으며, 유미주의적 글쓰기의 전범인 楚辭가 공공의 글쓰
기로 공인되는 방식 역시 그러했다. 諷諫과 美刺의 입장에서 음시를
해설하고 임금에 대한 다할 데 없는 충성이라는 각도에서 楚辭를 공인
했을 때, 그 각각에 본래부터 내장되었던 유희적, 유미적 성향이 오히
려 ‘시민권’을 얻어 자유롭게 추구됐을 있었다.9) 마찬가지로 비록 ‘공
8) 이러한 관념은 『文心雕龍』에 이르러 “무릇 정이 움직여서 말이 드러나게
되며, 리가 발현되어 文辭가 드러난다(夫情動而言形, 理發而文見)”(｢體性｣),
“표현하고픈 정과 리에 근거하여 글을 배치하면, 문사는 그 가운데서 드러나
게 된다(情理設位, 文采行乎其中)”(｢鎔裁｣)는 주장으로 갈무리된다.
9) 이에 대해서는 졸고, ｢공자, 詩로써 중원을 다스리다―내재적으로 읽는 『시
경』의 세계｣(『안티쿠스(Antiquus)』 vol. 3, 2005. 6.) 및 ｢悲歌의 원형 楚辭
――公的인 슬픔을 노래하다｣(『안티쿠스(Antiquus)』 vol. 6, 2005. 11.)을 참
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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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의 우산 밑으로 찾아들었지만, 수사는 그 밑에서 ‘立誠의 이름으
로’ 자신의 미학적 지향을 맘껏 구현할 수 있다는 자유를 누렸다. 전통
시기 중국의 글쓰기가 그 효용론적 지향에도 불구하고 유미주의적 경
향을 보인 글쓰기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까닭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 이러한 움직임과는 달리 일군의 문인은 수사에 보다 적극적
인 의미 부여를 시도한다. 그 예가 앞에서 말한 첫째의 해석이다. 『中
庸』 2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다.
誠으로 말미암아 밝아짐을 性이라 이르고, 明으로 말미암아 성실해짐을
敎라 한다. 성실하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곧 성실해진다.(自誠明謂之性, 自明
誠謂之敎, 誠則明矣, 明則誠矣.)

여기서 잠깐 “修辭立其誠”에 대한 孔潁達의 풀이를 볼 필요가 있다.
그는 “修辭立其誠”에서의 ‘辭’는 ‘文敎’를 의미한다고 하였다.10) 따라서
위의 인용문에서 “明으로 말미암아 성실해짐을 敎라 한다”는 것은 곧
“修辭立其誠”과 거의 같은 내용의 언명이 된다. 곧 ‘文治敎化를 잘 닦
아 빛내면 성실[誠]’이 된다는 것이다. ‘닦아야[修]’ 할 대상도 언어가
아닌 ‘文敎’, 곧 ‘文德을 바탕으로 한 교화[文治敎化]’로 제시되어 있다.
이는 수사를 단순히 언어구조의 층위에서 바라보지 않았음을 말해준
다. 文敎는 자신이 체득한 진리를 실천을 통해 구현하는 행위이다. 그
것은 언어의 구조화보다는 궁극적 진리[道, 理]의 체현에 관여한다. 그
것은 말[辭]을 잘 닦아 언어구조물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진
10) “修辭立其誠, 所以居業者”에서의 辭는 文敎를 말하고, 誠은 성실함을 말한다.
밖으로는 文敎를 닦고 안으로는 성실함을 행하면 안팎이 서로를 완성시켜주게
된다. 그런 즉 공적이 근거할 만하게 되니, 그래서 대업을 성취하는 근거라고
말한 것이다(修辭立其誠, 所以居業者, 辭謂文敎, 誠謂誠實也. 外則修理文敎, 內
則立其誠實. 內外相成, 則有功業可居, 故云居業也). - 孔潁達, 『周易正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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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理]를 잘 드러내는 행위를 의미하게 된다. 결국 수사를 통해 구현되
는 아름다움은 진리가 本源的으로 지닌 문채(文彩)가 된다. 이처럼 궁
극적 진리를 구현하는 실천으로서의 수사는 따라서 立誠과의 관계 아
래서가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 독립적인 가치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수사를 단순히 언어구조물의 조탁이라는 차원에서 규정하지 않는 입
장은 『文心雕龍』에 보다 다채롭게 나와있다. 南朝시대인 500년경에
劉勰이 저술한 이 책은 효용론의 외피를 빌어 당시의 유미주의적인 문
풍을 합리화했다는 평가를 받듯이, 수사 자체의 독자적 가치를 입증하
는 데 노력한다. 예컨대 수사의 ‘사’를 ‘문채롭다’는 뜻의 ‘文’과 같은
함의로 보고, 그 문채를 천지자연의 최고 원리인 ‘理’가 발현한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11) 이렇게 보면, 수사는 천지자연의 섭리가 잘 드러나게
끔 갈고 닦는 것이 되므로, 그 자체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 그런가 하면 수사의 ‘사’를 ‘骨’ 곧 작품의 형식적․내용
적 틀로 보아 수사 자체의 독자적인 가치를 긍정한 경우이다.
『시경』에는 風․雅․頌․賦․比․興의 여섯 가지 표현기법이 담겨 있는
데, 그 중 ‘풍’이 첫 번째에 놓여있다. 이는 곧 변화와 감동의 본원이요, 뜻과
기세가 담겨있는 증표이다. 그래서 깊디깊은 슬픔을 서술할 때면 반드시 ‘풍
(감화력)’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요, 반복하여 되씹으며 文辭를 배치할 때에는
‘골’을 반드시 먼저 따져야 한다. 따라서 수사가 ‘골’에 의지함은 마치 신체
에 골격이 있음과 같으며, 정감이 ‘풍’을 머금고 있는 것은 몸이 생기를 품고
있는 것과 같다. …… 따라서 ‘골’을 잘 단련한 자는 문사를 정밀하게 분석하
기 마련이며, ‘풍’을 깊게 닦은 자는 정감을 반드시 다 드러나게 서술하게 된
다.(詩總六義, 風冠其首, 斯乃化感之本源, 志氣之符契也. 是以怊悵述情, 必始
乎風；沈吟鋪辭, 莫先於骨. 故辭之待骨, 如體之樹骸；情之含風, 猶形之包氣.
…… 故練於骨者, 析辭必精；深乎風者, 述情必顯.) - 『文心雕龍․風骨』(※
강조는 인용자)
11) “무릇 감정이 움직이면 말로 형상화되고, 이치가 발양되면 문채가 드러난다
(夫情動而言形, 理發而文見)” - 『文心雕龍․體性』.

132 _ 東亞文化 第 43 輯

‘骨’은 단순히 문장의 형식적 요소로는 환원될 수 없다. 또한 ‘骨氣’
라는 말이 있듯이, 단순히 표층에 드러나는 언어적 요소만도 아니다.
그것은 이른바 내용과 형식이 변증법적으로 자아내는 텍스트 전체의
풍격이다. 따라서 ‘骨’로서의 ‘辭’는 더 이상 ‘닦음[修]’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제 그것은 ‘배치되어야[鋪]’ 할 대상으로 그 형질이 변이된다.
‘닦는다’는 것과 ‘배치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행위이다. 전자는
닦는 대상을 재구성하는 행위임에 비해, 후자는 완성된 대상을 공간적
으로 배열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사’가 배치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사’가 갖추어야 할 것을 이미 다 구비했음을 전제로 한다. 다시 말해
‘사’는 그 자체로 수사와 立誠의 요구를 충족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써 수사는 立誠에의 기댐 없이도 홀로 설 수 있게 된다.
수사에 독자적인 가치를 부여하고자 했던 입장은 아이러니하게도 宋
代의 道學者인 朱熹의 언설에도 나온다. 그는 글이란 道를 담는 그릇
이므로, 거기에 도 이외의 어떤 것도 가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당연
히 예술적인 조탁도 가해서는 안 되었다. 道는 고도의 집중을 통해서
만 만날 수 있는 純正한 것이기에, 그런 집중에 조금이라도 방해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가 없었다.
鄭明道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修辭立其誠이란 말은 자세히 이해해야 한
다. 이는 말을 능히 성찰할 수 있게 되면 곧 誠을 세우고자 할 수 있다는 말
이다. 만일 말을 수식하는 것에만 마음을 쓴다는 그것은 거짓을 행하는 것이
다. 말을 잘 성찰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誠意를 확립하는 것이 된다.(明道先
生曰, 修辭立其誠, 不可不子細理會. 言能修省言辭, 便是要立誠. 若只是修飾言
辭爲心, 只是爲僞也. 若修其言辭, 正爲立己之誠意.) - 朱熹․呂祖謙, 『近思
錄』 卷2.

주희는 정명도가 수사의 ‘修’자를 ‘성찰하다, 반성하다’는 뜻의 ‘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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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풀이하는 입장에 동의하여, 수사를 ‘자신의 말을 성찰하다’는 뜻으
로 풀이한다. 곧 수사 자체를 ‘자기완성’이라는 윤리학적 요청의 실천
으로 본 셈이다. 그는 도학자답게 ｢문언전｣에 나온 “修辭立其誠”이란
주석의 맥락에 가장 충실한 주석을 붙였다. 그는 수사와 立誠 모두를
윤리학적 요구로 풀었으며, 수사라는 기표 자체의 축자적 해석으로 인
해 수사가 ‘말의 조탁’이란 미학적 지향으로 미끄러질 여지도 철저하게
봉쇄했던 것이다. 따라서 그가 “말을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을
때, 그 성찰의 대상은 말에 담긴 德性이지 예술성은 아니었다.12) 이는
그가 언사를 理를 체현하는 氣의 한 가지로 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곧 그는 “사람은 리와 기가 합하여 생기는 것이다. …… 무릇 사람의
언어와 동작, 사려와 행위는 모두 기이다. 그런데 거기에 理가 있다”13)
고 함으로써, 말 자체를 理의 담지체(carrier)로 보았다. 일반적으로 그
가 氣보다는 理에 비중을 더 두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그가 氣를 理
의 종속적인 것으로 본 것은 결코 아니었다. 따라서 기는 그 자체로
충분히 독자적인 가치를 주장할 수 있었다. 이처럼 그는 철저하게 윤
리학의 입장에서 수사의 독자적인 가치를 천명했다. 비록 수사가 미학
적 지향을 기반으로 하여 그 가치론적 위상이 공인된 것은 아니었지
만, 이 또한 立誠에 기대지 않고 수사 자체의 독자적 가치를 주장한
또 다른 예인 것만은 분명하다.
12) 주희의 이러한 입장은 후대에 ‘덕성을 담은 언어[德性之言]’와 ‘예술성을 추
구한 언어[詞章之言]을 구분하는 데로 이어진다. 明代 顧憲成(東林書院을 지은
이)의 東林會約 중에서 서원의 9가지 이로움을 논했는데, 그중 9번째가 “세속
의 예술성을 담은 언어가 아니라, 덕성을 담은 언어를 세울 수 있다(立德性之
言, 非世俗詞章之言)”이었다.
13) “人之所以生, 理與氣合而已. 天理固浩浩不窮, 然非是氣, 則雖有是理而無所湊
泊. 故必二氣交感, 凝結生聚, 然後是理有所附著. 凡人之能言語動作, 思慮營爲,
皆氣也，而理存焉.” - 『朱子語類』 卷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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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상과 같이 수사의 독자적인 가치를 옹호하는 역대의 주석
들도, 그 행간에 깔려있는 궁극적 지향을 들쳐보면, 결국 윤리학적 자
장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무리 수사의 독
자적인 가치를 천명했다 할지라도, 수사는 결과론적으로라도 윤리학적
요구의 실현에 충실히 부응하게 된다. 그래서 통사론적 측면에서는 차
이가 분명했던 “修辭立其誠”에 대한 첫 번째 식의 해석도 결국은 세
번째 식의 해석으로 수렴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수사의 미학적 지
향을 보다 분명히 하고자 했지만, 또 미학적 지향이 때로는 윤리학적
요구보다 앞설 수 있다고까지 하였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어디
까지나 수사만으로도 立誠의 경지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글쓰기의 예술적 가치를 적극 옹호했던 유협마저도 결국 다
음과 같이 정리하기에 이른다.
문사로써 행위를 세우고, 행위로써 문사를 전파한다. 공자는 文、行、忠、
信의 네 가지로 사람들을 가르침에 문사와 덕행을 우선했으며, 옥은 자신의
광채로 서로를 비추어 아름다움을 완성한다. 덕행을 힘써 닦으며 글을 씀에
성현을 스승 삼지 않는 경우는 없다. 그런데 말을 세우고 문사를 닦음에 경
전을 추종하는 자는 드물다. 그래서 초사와 한부의 글쓰기는 지나치게 농염
하여, 그 병폐가 갈수록 심해졌다. 말단의 병폐를 바로잡아 근본으로 돌아오
는 것이 또한 아름답지 않은가!(夫文以行立, 行以文傳, 四敎所先, 符采相濟.
勵德樹聲, 莫不師聖；而建言修辭, 鮮克宗經. 是以楚豔漢侈, 流弊不還；正末歸
本, 不其懿歟!) - 『文心雕龍․宗經』.(※ 밑줄은 인용자)

윤리학의 근거이자 정점에 놓인 경전이 아름다운 문장[文言]의 전범
이자 보고로 추앙된다. 글쓰기에 대한 윤리학적 요구와 미학적 지향의
변증법적 통일체가 곧 경전이므로, 경전에서처럼 수사를 하면 된다는
것이다. 결국 전통시기 중국에서의 수사는 윤리학적 요구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으며, 글자 그대로의 함의인 ‘말 닦기’ 역시 예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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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인 아닌 윤리학적 가공을 의미했다. 따라서 전통시기 중국에서 개
진된 수사에 관한 담론은 어디까지나 윤리학적 기반 위에서 펼쳐졌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된다. 곧 그것은 레토리케도 또 美辭學도 될
수 없었다. 단지 윤리학이 될 수 있었을 따름이다. 윤리학으로서의 수
사, 이는 고대 중국인이 수사에 대해 품고 있었던 넘어설 수 없는 불
문율이었던 것이다.

Ⅲ. ‘修辭學’에서 ‘文言說’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통시기 중국에서 개진된 수사 관련 담
론은 시종일관 윤리학적 기반에서 전개됐다. 그래서 고대 중국인의 수
사에 대한 관심은 작가의 風格과 작품의 풍격, 또 한 시대의 지배적인
풍격을 다루는 풍격론으로 모아졌다. 또한 작품에 구현된 ‘뜻[意, 意境]’
의 깊고 옅음, 넓고 좁음에 따라 작품을 평가하는 ‘意境論’으로도 흘렀
다. 곧 어휘의 선택과 배열, 문장의 배치, 문단의 구성 등에 대한 수사
학적 평가는 해당 텍스트의 의경과 풍격 구현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기
여하는가의 입장에서 평가되었지, 그들 자체의 독자적 논리나 가치 등
은 애초부터 평가의 주된 대상이 될 수 없었다.
또한 고대 중국인은 작품 해석에 있어서 작가의 지배적인 위상을 당
연시했다. 나아가 작품에 대한 시대의 영향력도 매우 중시했다. 그들은
“글은 글쓴이와 그 시대를 닮는다[文如其人, 文如其時]”고 믿었으며,
“작가와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선 그들이 처했던 시대를 따져봐야 한다
[知人論世]”고 생각했다.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가 아무리 높아도 그 작
가가 도덕적으로 불미스럽다면, 그 작품은 결코 높이 평가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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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무리 예술적인 성취가 뛰어난 작품이라도 그 시대의 교화에 도
움이 되지 않았다면, 이 역시 높이 평가되지 못했다. 어느 경우에도 수
사에만 방점이 놓이는 경우는 없었으며, 결국 수사가 立誠으로 수렴되
는 구조였기에, 수사에 대한 평가는 수사 그 자체가 아닌, 그것의 윤리
학적 지향과 가치에 기대어 이루어졌던 것이다.
따라서 좋은 수사란 字間과 行間에 의경을 풍요롭게 품고 있는 것이
며, 의경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데에 적합한 풍격을 창출하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의경과 풍격이 궁극적으로 작가와 독자, 나아가 시대 자
체의 윤리학적 진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좋은 수사의 전범이 된다.
그래서 공자의 ‘춘추필법(春秋筆法)’ 같은 것이 좋은 수사를 구현해주
는 모범적인 글쓰기로 추앙되었다. 잘 닦여진 말로 참된 뜻이 세워졌
고[修辭立其誠], 한 자 한 자마다 또 한 구 한 구마다 풍요로운 뜻이
숨겨져 있으며[微言大義], 글이 나옴으로써 천하의 도덕적 진전에 기여
했다14)는 『춘추』란 역사서의 필법이 글쓰기의 전범이 되었던 것이다.
물론 전통시기 중국에서의 수사가 이런 식으로 펼쳐진 것은 윤리학
으로서의 수사라는 관념의 작동 결과만은 아니다. 거기에는 ‘뜻[意]-입
말[言]-글말[書]’의 관계에 대한 상반된 입장의 평화로운 공존, 곧 “글로
는 말을 다 담아낼 수 없고, 말로는 뜻을 다 담아낼 수 없다(書不盡言,
言不盡意)”15)는 관념과 “뜻이 세워지면, 말로 그 뜻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고, 글로 그 말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다(志有之, 言以足志, 文以
足言)”16)는 관념 사이의 길항도 기여한 바 크다. 아무리 수사를 해도
14) 공자가 『춘추』를 편찬하자, 당시의 亂臣賊子들이 두려워 벌벌 떨었다고 한
다. 이에 대해 역대의 평자들은 어디 공자와 동시대 난신적자들만이 그러했겠
냐고 반문했다.
15) 『易․繫辭傳․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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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글말은 입말을 또 입말은 뜻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기에
당연히 요청되는 것이 立誠 곧 윤리학적 실천이었으며, 역으로 글말은
입말을 또 입말은 뜻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었기에 당연히 요청되는
것은 행간에 숨어 있는 의경의 파악이었다. 동시에 의경은 ‘뜻 세우기’
의 총화였다. 그리고 윤리학적 요구를 무엇보다도 우선하였던 학술 담
론 사이의 위계질서도 한몫 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17)
이것이 레토리케의 번역어로서 수사가 선택되기 이전에 이미 수사라
는 어휘에 켜켜이 쌓여있던 전통의 두께였다. 고대 중국인은 시대의
풍격을 중시한 데서 알 수 있듯이, 횡시적 지평 안의 異種들 사이에서
동형성을 찾아내는 작업을 꾸준히 수행했다. 또한 주석이란 형식의 보
편적 활용에서 볼 수 있듯이, 통시적 지평 아래서 비동시적 동형성을
찾아내는 작업을 꾸준히 수행했다. 그 결과 중국의 수사학은 비교적
단일한 맥락을 구성하며 흘러왔다. 그래서 전통시기 중국의 수사학은
시대성과 지역성이란 큰 골짝을 넘어 늘 “修辭立其誠”을 祖宗으로 떠
받들었던 것이다. 또한 秦代와 漢代 이래로 황제를 정점으로 하는 전
제체제가 성립됐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와 달리 중국의 수사 담론은 ‘美
辭學’의 좁은 우리로 빠지지 않고, ‘윤리적 실천’과 ‘설득[遊說]’을 포괄
하는 도도한 흐름이 면면히 이어질 수 있었다.
따라서 고대 중국인의 수사 담론은 서구의 레토리케로 간단하게 치
환될 수 없다. 그렇다고 레토리케에 해당하는 것이 한자문화권에는 없
었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제Ⅰ장에서 전제했듯이, 한자문화
권이라 하여 레토리케에 해당하는 지적인 흐름과 소산이 없었던 것은
16)『左傳․襄公』25年條.
17) 이 점에 대해서는 이 논문의 후속으로 준비하고 있는 ｢말 닦기와 뜻 세우기
[修辭立其誠](2)――고대 중국인의 수사 담론과 그 저변｣에서 상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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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다만 그것은 어엿한 학술의 하나로 분리되지 않았을 뿐이며,
그렇기에 그것을 特稱하는 어휘가 없었던 것이지, 그 실제는 분명히
존재했다는 것이다. 만약 그러한 실제에 이름을 붙인다면, 다시 말해
그래도 레토리케의 원의와 실제에 가까운 번역어를 선정한다면?
공자는 “말에 文彩가 가해지지 않으면 멀리까지 유포되지 않는다”고 하였
다. 또 “글은 뜻을 잘 전달하면 될 따름이다”고 하였다. 무릇 말이 뜻을 전
달하는 데에 그친다는 것은 곧 문채를 가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의심된다. 그
러나 이는 결코 그렇지 않다. 묘사대상의 오묘한 면을 담아내고자 하는 것은
마치 바람을 붙들어 매고 그림자를 잡는 것 같아, 그 대상을 마음으로 훤히
알게 하는 것은 천만인 가운데 한 번을 만나기 어려운 정도이다. 하물며 입
과 손으로 훤히 알게 한다는 것임이랴! 이를 일러 辭達이라 함이니, 말이 뜻
을 능히 전달할 수 있게 되면, 문채는 이루 다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이다.(孔
子曰, ‘言之無文, 行而不遠’. 又曰, ‘辭達而已矣.’ 夫言止於達意, 則疑若不文,
是大不然, 求物之妙, 如繫風捕影, 能使是物了然於心者, 蓋千萬人而不一遇也,
而況能使了然於口與手乎? 是之謂辭達. 辭至於能達, 則文不可勝用矣.) - 蘇軾,
｢答謝民師書｣

“말은 왜 하는가?” 이에 대한 고대 중국인의 답변은 비교적 명쾌하
다. 그것은 자신의 밝히고자 한 바를 가능한 멀리까지 유포시키기 위
해서이다. 그래서 공자는 “그 말에 담긴 뜻은 멀리까지 유포되었고, 그
글은 문채로웠다(其旨遠, 其辭文)”18)며 『역경』을 특히 애독하였다.
밝히고자 하는 바를 멀리까지 전하기 위해 수사를 가한다는 관념. 결
국 수사는 독자 대중(혹은 청중)의 ‘감화’에 간여하게 되고, 그들의 ‘설
득’을 겨냥하게 된다. 그리고 성공적인 감화와 설득을 위해 보다 精彩
롭고 효과적인 ‘文’의 창출을 위해 궁리하게 된다.
문채 그 자체를 의미하는 동시에 그것의 체현과 구현이라는 행위를

18) 『易․繫辭傳․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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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하는 ‘문’, 그리고 타인의 설득과 감화에 간여하는 ‘문’. 한자문화권
에서는 ‘문’을 이렇게 바라보는 관념을 지지하는 입장을 ‘文言說’이라
칭해왔다. ‘美辭學’의 영역으로 축소되기 이전의 레토리케에 부합하는
번역어를 찾는다면, 미학적 지향이 전경화되어 있던 ‘수사학’보다는 ‘문
언설’이 보다 타당하지 않을까 싶다. 더구나 ‘說’이 ‘學’과 ‘術’의 중간쯤
에 위치한다는 점도 큰 응원이 될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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