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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쟁점이론과 구두변론*
1)

河 在 洪

**

요 약
쟁점이론은 기원전 2세기경의 헤르마고라스가 처음 체계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쟁점이론은 법정변론에 있어 여러 변론들에서 당사자들 간에 반복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충돌지점, 즉 쟁점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경험적인 관찰을 기초로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이론의 기본적인 특징은 변론을 수행해야 하는 사람에게
변론의 준비와 수행에 있어 일종의 지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실용성에 있다. 그러나
쟁점이론은 그 중요성과 가치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온전한 모양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쟁점이론을 소개하려는 이유는 쟁점이론이 공판중심주의와 구두
변론주의를 중심에 두고 법정변론을 개혁하고자 하는 우리의 소송실무에서 앞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구두변론은 서면을 요약한 것을 법정
에서 읽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법정에서의 변론을 주로 말로 하던 시대에 법정변론에
관한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이론으로 완성된 것이 곧 고전수사학인데, 그 중심에 어떤
사건에서 변론의 포인트를 찾고 전체적으로 변론의 구도를 설계하게 해주는 쟁점이
론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쟁점이론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서는 어떤 구두변론도
진정한 구두변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말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구두
변론이 강조되는 공판중심주의 시대에도 법조인들 사이에 구두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변론의 기술이 체계화된 수사학 기술에 대한 관심과 필요에 대한 인식

* 이 글에 대해서는 세 분의 심사의견이 있었다. 중요한 지적사항들이 제시되었음에도
필자의 능력부족으로 인해 지적된 문제들을 모두 만족스럽게 해결하지 못하여 감사하
면서도 동시에 송구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먼저 그리스·로마 고전시대의 수사학 문헌
에서 사용된 소송기술상 용어들(즉 쟁점이론의 전문용어들)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것에
있어서, 필자로서는 익숙한 법정언어로 옮겨보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거나 해설이나
의역에 그친 부분이 많았고(예를 들어 counterplea, countercharge 등), 재판절차나 제도상
차이점까지 살려서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지 못해 능력부족을 절감하였다. 또 오늘날
국내외의 변론의 실제와 쟁점이론을 비교하는 것은 또 다른 큰 과제여서 별도의 연구로
돌리기로 하였고, 이 글에서는 고전시대 쟁점이론을 소개하고 쟁점이론에 대한 기존의
이해를 바로잡는 정도에서 그칠 수밖에 없었다. 심사의견을 통해 격려와 더불어 매운
지적을 아끼지 않고 제시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 경기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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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눈을 멀게 만들 수 있다. 미래의 법조인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
가 교수라면 구두변론에 관한 한, 과거의 경험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변론의 기술과
이론을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교과목을 개설하고 실제 사건을 두고 변론을 준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구두변론의 기술도 연마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쟁점이론이 공판중심주의와 구두변론주의
를 중심에 두고 법정변론을 개혁하고자 하는 우리의 소송실무에서 앞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는 이러한 교육과 훈련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실
무의 경험과 융합되어 계속 이어질 수 있는가 하는 점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주제어 : 쟁점이론, 헤르마고라스, 키케로, 퀸틸리아누스, 헤르모게네스

Ⅰ. 서

론

쟁점이론[Stasis theory, Status (Constitutio) theory, Issue theory 1)]은 고전수사학에
서 착상(Invention)이라는 영역에서 사용되는 이론틀로 형성되어 온 것인데, 간단히
말하자면 주로 법정변론에서2) 통상적으로 자주 제기되는 쟁점들의 목록을 각 쟁점
들의 성격에 따라 분류, 체계화하고 또 각 쟁점별로 양 당사자가 원용할 수 있는
관용적 주장들까지 정리한 것이다. 영미에서의 구두변론을 관찰해 본 사람은 누구든

1)

2)

쟁점이론의 명칭에서 ‘쟁점’은, 그리스어의 ‘Stasis’, 라틴어의 ‘Status (Constitutio)’, 영어의
‘Issue’를 번역한 것이다. 고전수사학에는 여러 전문용어들이 많이 있는데 번역상 어려
움을 겪는 것은 국내외에서 마찬가지이다. stasis 등 단어의 유래에 대한 설명은 G. L.
Hatch, “Classical Stasis Theory and the Analysis of Public Policy”, Annual Meeting
of the Conference on College Composition and Communication, 1993 참조. 이에 의하면
그리스어 ‘stasis’는 ‘지위(standing, position)’를 의미하지만 ‘다툼(quarrel)’이나 ‘불일치
(disagreement)’, ‘반란(revolt)’의 의미도 있으며, 수사학에서 이 용어는 두 대립당사자의
견해 차이에 의해 조성된 일종의 ‘교착상태(standstill)’를 의미한다고 한다. 국내에서는
이 단어를 ‘상황’이나 ‘상황문제’(최병조, “고대연술론과 범죄징표론의 분석”, 로마法硏
究( I ), 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217면, 221면) 또는 ‘균형상태’라 한 것도 있는데[티모시
보셔스(이희복 외 역), 수사학이론,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62면과 80면], 이러한 번역어
들도 나름 의미가 있겠지만, 이 글에서는 ‘쟁점’으로 부르기로 한다.
고전수사학의 전통적인 이론에서는 연설을 크게 기념연설, 정책연설, 법정변론의 세
유형으로 구분하는데, 쟁점이론이 주로 검토되고 또 가장 중요하게 활용되는 영역은
법정변론이었다. 그러나 쟁점이론이 다른 연설장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
니고 시초에서부터 널리 여러 장르의 연설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이론으로
형성되어 왔고 키케로 등 여러 수사학 이론가들도 이러한 전통을 잘 유지하고 있다.

쟁점이론과 구두변론 / 河在洪

603

그것이 고전수사학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인데3), 그 고전
수사학 이론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쟁점이론이라 할 수 있다. 쟁점
이론은 기원전 2세기경의 헤르마고라스가 처음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방법
론적인 면에서 그 시원은 아리스토텔레스로 소급할 수 있다고 하고, 또 헤르마고
라스 이후로도 여러 수사학자들이 헤르마고라스의 이론틀을 나름대로 수정보완하여
각자 다양하게 쟁점이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법정변론에 있어 쟁점이론은 여러 변론들에서 당사자들 간에 반복적으로
이견(異見)이 드러나게 되는 충돌지점, 즉 쟁점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경험적 관찰을
기초로 이론적으로 체계화된 것이기 때문에 이 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변론을
수행해야 하는 사람에게 변론의 준비와 수행에 있어 일종의 지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실용성(practicality)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쟁점이론은 그 중요성과
가치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온전한 모양을 파악하기 어렵고 이름조차 생소하여 역사
너머로 완전히 잊힌 이론처럼 보인다. 또 오늘날의 법정변론의 실제를 살펴보아도,
쟁점이론이라는 것은 그 이름조차 들어본 일이 없을 것이라 해도 전혀 틀리지 않을
그런 법률가들이 훌륭하게 법정변론을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법정변론의
영역 외에도, 즉 널리 연설이나 토론 또는 논증적 글쓰기 영역에서의 실제 활용도도
거의 눈에 띄지는 않다. 이처럼 쟁점이론은 이제는 먼지를 뒤집어쓴 책 속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전설 속의 것이 되어, 이를 언급하는 사람은 물론 제대로 그 모습을
보여 줄 사람도 별로 없고, 또 법정변론의 실제 역시 쟁점이론의 도움을 전혀 필
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삼 쟁점이론을 소개하려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쟁점
이론이 공판중심주의와 구두변론주의를 중심에 두고 법정변론을 개혁하고자 하는
우리의 소송실무에서 앞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공판
중심주의 시대에 그저 서면을 요약한 것을 법정에서 읽는 것이 구두변론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구두변론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법정에서 변론을 주로
말로 하던 시대에 법정변론에 관한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이론으로 완성된 것이 곧

3)

M. H. Frost, Introduction to Classical Legal Rhetoric, Ashgate Publishing Limited, 2005,
25면 참조. 영미 법정에서 볼 수 있는 멋진 구두변론을 연기술이나 웅변술을 익히는
정도로 얼마든지 흉내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부의 경향이 있는 듯하다. 그러나 그
것은 큰 오산이다. 연기술이나 웅변술에 해당하는 요소도 수사학, 즉 법정변론기술의
한 요소인 것은 맞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내용을 꾸미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면적인 기술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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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수사학인데, 그 중심에 어떤 사건에서 변론의 포인트를 찾고 전체적으로 변론의
구도를 설계하게 해주는 체계적 이론이 존재하였으며, 그것이 바로 쟁점이론인 것
이다. 따라서 이 쟁점이론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서는 어떤 구두변론도 진정한
구두변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점
이론이 무엇이고 어떤 가치가 있으며 실제로 법정변론의 준비에 있어 어떻게 사용될
것이며 또 얼마나 실용적인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인지를 보여준다는 것은
결코 해결하기 쉬운 과제는 아니다.4)
이하에서는 쟁점이론의 기능과 역할을 개관해 본 다음, 아리스토텔레스와 헤르
마고라스, 키케로와 퀸틸리아누스, 헤르모게네스 등 고전수사학자들을 거치면서
쟁점이론이 모습을 갖추어가는 과정과 대체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쟁점이론의 의의와
가치와 관련하여 국내에 소개된 기존의 견해를 검토하고, 끝으로 우리의 법정변론
의 실제에서 쟁점이론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인지를 제안하는 것으로 글을
정리하고자 한다.

II. 쟁점이론의 역사적 형성과정
1. 쟁점이론의 기능과 역할 개관
고전수사학의 대가들, 그리스의 소피스트들이나 로마의 키케로, 퀸틸리아누스
등은 이들 자신이 곧 법정변론의 전문가였고, 또 그 직업으로 당대에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었다. 특히 키케로나 퀸틸리아누스는 변론의 기술을 익혀 세상에서 성공
하고자 한 사람들로서, 염원하던 대로 법정변론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을 뿐 아니라
그러한 성공을 세속적으로 자축하고 즐기는데 그치지 않고 변론의 경험을 반성과
성찰을 통해 성숙시켜 법정변론의 기술들에 관한 이론으로서 체계화한 방대한 수
사학 작품들을 남겼다. 고전수사학의 핵심을 간단히 법정변론을 잘 하는 기술이라
말한다면, 이러한 법정변론의 기술은 이들 위대한 법조 선배들에 의해 2천여 년
전에 이론적으로 체계화되고 완성되었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에 와서 고전수사학이나 그 중심에 있는 쟁점이론을 되살리는 것은

4)

이것은 앞으로 쟁점이론을 이해하고 실제 변론에 적용해 보려 하는 법조실무가들에
의해 검증되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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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쉬운 작업은 아니다. 그 이유를 들자면, 서구에서 법정변론의 기술들은 이미
고전시기에 이론적으로 체계화되었지만 역사적으로 한결같은 모습으로 온전하게
전해져 온 것은 아니라 대가들이 남긴 작품들이 망각과 재발견이라는 운명적인
부침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전해져 왔다는 점, 고전수사학이 곧 법정변론의 기술을
체계화한 것인데도 서구의 법조실무에서 전개되는 모든 활동의 중심에서는 한결같이
고전수사학이 남긴 성과를 핵심에 있어서는 그대로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5)
변화된 각자의 시대 및 문화와 여건에 맞추어 변론활동을 해왔을 뿐 법학계나 실
무계나 과거 고전시대의 쟁점이론 자체를 연구․보존하는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
다는 점6)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서구에서도 법학계나 법조실무에서
쟁점이론은 그 이름을 기억하는 경우가 드문 듯하고, 고전인문학의 영역에서 실제
의 변론활동과는 거리가 먼 학자들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온 탓에 체계화된 이론을
실재의 모습으로 재구성해보기도 어려워 결국 수사학이나 쟁점이론의 실제적인 면모
를 보존하는 데는 실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7)
5)

6)

7)

예를 들어 미국의 저명한 변론기술서인 Thomas A. Mauet, Trial Techniques (8th edition),
Aspen Publisher, 2010을 보면, 재판절차의 개요, 설득의 심리학, 배심원선정, 모두진술
(opening statement), 증인신문과 증거개시, 반대신문, 전문가증인, 최종변론, 이의(objection),
재판준비와 전략 등에 관해 설명하고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표현의 시범적인 예시들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중 설득의 심리학과 모두진술, 최종변론에 관해 설명한 부분을
보면 고전수사학의 내용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키케로 등의 작
품들이 오늘날까지 전해져오게 된 배경을 보아도, 이들 작품에 대한 수요가 커서 널리
민간에 보급(wide publication)되어 왔기 때문이라는 점을 무시할 수 없는데, 널리 읽히
고 보급된 만큼 그 사회의 보이지 않는 초석을 형성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M. D. Murray, C. H. Desanctis, Advanced Legal Writing and Oral Advocacy: Trials,
Appeals, and Moot Court, Thomson Reuters/Foundation Press, 2009를 보면, 서면작성
이나 구두변론에서의 변론기술은 고전수사학의 흔적을 감지할 수 있지만 일일이 대조
하여 확인하는 데는 상당한 주의와 별도의 연구를 필요로 할 정도로 진전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예를 들어 논증의 구조와 형식에 대해서 ‘서두 – 주제제시 – 논증 – 논박 –
요약마무리’ 대신 ‘TREAT’ format 또는 ‘IRAC’ format을 제시하고 있다. 위 책, 50면.).
그 외에도 Edward D. Re, Joseph R. Re, Brief Writing and Oral Argument (8th edition),
Oceana Publications, INC. 1999 참조. 고전연구가인 W. D. 로스는, 만약 아리스토텔레
스의 “수사학”이 다른 저술보다 생명력이 덜하다면 그것은 아마도 연설하는 사람들이
타고난 재능과 경험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하였는데[아리스토
텔레스 – 그의 저술과 사상에 관한 총설(김진성 역), 누멘, 2012, 345면], 아리스토텔레
스의 “수사학”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고전수사학으로 더 넓혀 말해도 타당한 지적으로
들린다. 서구에서도 고전수사학은 주로 고전인문학(classical literature)의 영역에서 보존
되어 왔을 뿐 법률가들의 주된 관심대상이 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오늘날 쟁점이론에 대한 이론적 관심이나 실제의 활용방안에 대한 제안은 법정변론
외의 영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퍼듀 대학에서는 글쓰기 교실에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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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다행인 것은, 변호인이든 검사든 법조실무에서 실제로 변론을 준비하고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고전수사학의 저술을 살펴보면 자신이 하고 있는 활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또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변론준비와 수행을 도울
수 있는 내용이 거기에 기술되어 있다는 점을 쉽게 알아챌 수 있다는 것이다.8)
자신이 평소 해오고 있는 활동을 대상으로 오랜 경험과 관찰을 통해 연구한 결과를
집적하여 체계적으로 완성해 본다면 아마도 고전수사학의 내용과 일치하게 될 것
이라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무가가 편견 없이 고전수사학에 접근하고자 할
때 그것을 어렵게 만드는 유일한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변론의
실제와 관련을 맺지 않는 학문적 연구자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고전수사학을
접하게 된다는 것이다.9) 이제 실무가들은 고전수사학이 낯설고 어려운 주제를 다루는
학문이 전혀 아니라 구두변론의 전성기에 효과적인 구두변론의 방법에 대한 성과물
로서 매일의 변론활동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서면을 요약해서
말하는 수준의 구두변론을 넘어설 수 있는, 구두변론의 방법과 전략에 있어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수 있는 이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8)

9)

이론을 하나의 작업도구로 소개하고 있고(http://owl.english.purdue.edu/owl/ 참조), 또
일종의 위기대응전략으로서 쟁점이론을 활용방안으로 제시한 예로 Charles Marsh, “The
Syllogism of apologia: Rhetorical stasis theory and crisis communication”, Public Relations
Review, 32, 2006이 있다. 수사학이나 쟁점이론은 서구의 논증적 문화와 전통의 근간을
이루는 것인데, 비서구권의 학생들이 영작에서 겪는 큰 어려움은 곧 논증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쟁점이론을 비서구권 학생들의 영작학습에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한 연구로 Fei-Wen Cheng, “Finding Reasons for ESL/EFL Argumentative
Writing”, The Jounal of Asia TEFL, Vol. 7, No. 1, 2010 등이 있다.
예를 들어 키케로의 Partitiones Oratoriae를 번역한 책의 한 단락[수사학 – 말하기의 규
칙과 체계(안재원 역), 도서출판 길, 2007, 100면]을 보면, 피고 측의 변론은 ‘사실기술의
경우, 해롭고 불리한 것은 축소하고 잘라내야 하고, 이야기 전체가 화를 돋우거나 공문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조용히 묻혀 지나가도록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 확실한 (피해갈 수
없는) 논거의 경우 자체적으로 풀어 무너지도록 하거나 애매모호하게 얼버무려 버리거나
다른 소리를 해서 덮어버려야 한다. 맺는말은 동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실무에서 피고인 측 변론을 맡아본 경험이 단 한 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지침을
전혀 낯설어하지는 않을 것인데, 그 이유는 바로 그렇게 하라고 배웠고 또 자신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국내에서 그동안 고전수사학을 연구하고 보급해 온 분들의 성과와 공로를
폄하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고, 고전수사학에 대한 연구가 법학 및 법조실무와 서로 더
연관되어야 할 필요를 강조하려는 것이다. 앞으로 법학과 법조실무는 고전인문학으로
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야 하고, 고전인문학을 연구하는 분들은 여기서 많은 독자와 비
평가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쟁점이론과 구두변론 / 河在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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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쟁점이론이란 무엇인가? 고전수사학의 전통에서는 대중연설의 장르를 크게
정책연설, 기념연설, 법정변론으로 나누고, 각 장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연설가의 다섯 과제(the Five Divisions of Rhetoric)를 제시하는데, 각각 착상(Invention),
배치(Disposition/Arrangement), 표현(Eloquence/Expression/Elocution), 기억(Memory),
실행(Delivery or Performance)이다. 이러한 각 항목에서는 법정변론을 해야 한다면
무엇을, 어떤 순서로 말할 것인지,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말할 내용을 어떻게 기억
할 것인지, 실제 변론을 수행할 때 몸동작이나 음성 등에 있어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들이 상세하게 제공되는데, 쟁점이론은 그중 착상
단계에서 변론을 준비하고 설계하는 등 전체적으로 변론의 틀을 짜고 전략을 수립
하는 단계에 관련된 지침이라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오늘날까지 작품이 전해오는 대표적인 변론기술서 작가들을 중심으로
고전시기에 형성된 쟁점이론의 대체적인 모습을 살펴보기로 한다.10)

2.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과 쟁점이론
이 ‘학문의 아버지’는 법정변론에 관하여 “수사학(Rhetorica)”이라는 작품을 남겼다.
이 작품은 후대에도 널리 인용되고 있지만, 퀸틸리아누스는 쟁점이론과 관련하여
서는 이 작품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Categoriae)”을 언급한다.11)
“범주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작품들 중에 논리학을 구성하고 있는 여섯 작품 중의
첫 권인데, ‘동음이의어’와 ‘동음동의어’, ‘파생어’에 대한 구분(1장)에서 시작하여
‘기체(基體)’(2장), 서술관계(3장), 범주의 열거와 명제(4장), ‘실체’(5장), ‘양’(6장),
‘관계’(7장), ‘질’(8장), ‘능동’ 및 ‘수동’과 그 외 나머지 범주들인 ‘장소’, ‘때’, ‘상태’,

10)

11)

헤르마고라스 이래로 많은 그리스 수사학자들이 경쟁적으로 쟁점이론 모델을 제시하
였는데, 간략한 개요는 퀸틸리아누스의 Institutio Oratoria에 소개되어 있다. R, Nadeau,
“Classical system of Stases in Greek : Hermagoras to Hermogenes”, Greek, Roman and
Byzantine Studies, Vol. 2, No. 1, 1959에도 헤르마고라스와 헤르모게네스 사이에 활약한
Posidonius (B.C. 135-50), Apollodorus (B.C. 104-22), Theodorus, Minucian 등 고전시대
그리스 수사학자들의 쟁점이론이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Posidonius, Apollodorus,
Theodorus, Minucian 등에 관한 자료들은 단편(斷篇)적인 면이 있고, 또 이 글에서는
쟁점이론이 공판중심주의 시대의 구두변론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논구하는데 목적
이 있으므로 주요 작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만족하고자 한다.
Quintilian, Institutio Oratoria, 3.6.23 (trans. Donald A. Russell, The Orator’s Education
II, LCL 125, 2001, 59면. 이하에서 이 책을 인용할 때는 편의상 서명과 장․절 표시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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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등의 범주들(9장), ‘대립’(10장), ‘반대’(11장), ‘먼저’(12장), ‘같이’(13장),
‘변화’(14장), ‘가짐’(15장) 등의 범주들을 소개하는 순서로 전개된다. 특히 2장에서는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보편적 실체’, ‘개별적 속성’, ‘보편적 속성’, ‘개체적
실체’의 4개로 분류하는 설명이 나오는데, 이것이 ‘실체’, ‘양’, ‘관계’, ‘질’, ‘능동’,
‘수동’, ‘장소’, ‘시간’, ‘상태’, ‘소유’ 등의 10개의 범주와 함께 “범주론”을 이해하는
단서로 이해되어 왔다12)13).
그런데 퀸틸리아누스는 “범주론”에 소개된 범주들 중 ‘실체’(Substance), ‘질’(Quality),
‘양’(Quantity), ‘관계’(Relation)의 첫 네 가지가 바로 쟁점에 관련되고 나머지 범주

12)

13)

그러나 철학계에서조차도 “범주론”에 대한 이해는 쉽지 않은데, “범주론”이라는 작품
자체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나 대상에 대한 상세한 설명 없이 곧바로 시작하기 때문이
라는 점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형이상학” 등 다른 작품과의 관계에서 풀기 어려운
해석상의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이다. 서구 철학사의 주류를 이루는 형이상학에 대한
연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특히 “범주론”과
“형이상학” 두 저술에서 언급된 내용이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이러한
연구를 더 한층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어 왔다고 한다.
“범주론”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많은 논점들이 다루어지지만, 가장 중심된 것은 이
작품의 성격(논리학 작품인가 존재론적 작품인가)에 관한 것이다. 중세적인 전통에서는
논리학의 첫 작품으로 사물을 표현하고 의미하는 단어나 개념을 술어의 맥락에서 풀
이한 것으로 이해하지만, 이러한 해석이야말로 오해라는 것이 범주론에 대한 존재론
적 해석을 강조하는 근대 이후 해석가들의 입장이라 한다. 강상진,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편> 연구 – 구성과 문제 –”, 철학사상, 제10호(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0,
140면. 필자는 이러한 전문적인 철학문제에 대해 어떤 의견을 제시할 위치나 역량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범주론” 해석에 있어서 ‘범주를 특정 주어에 대한 일반적 술어로
이해하고, 따라서 10개의 범주는 곧 10개의 술어를 의미한다’라는 해석은, 비록 존재
론적 해석을 강조하는 학자들에게는 다소 불만족스럽게 보일지라도, 가장 초보적인
해석으로는 충분히 널리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라 여겨지므로, 이러한 입장에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김진성은 범주론은 논리학의 예비저술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지만, 범주의 해석에 있어서 바로 이러한 입장을 제시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범주란,
간단히 말해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 가능한 10가지 답이 취할 수 있는
형식이라는 것이다. 김진성, “범주들해설”, 범주들․명제에 관하여, 이제이북스, 2005,
15면, 16-17면. 또 이태수, “아리스토텔레스의 토피카와 그 전승”, 서양고전학연구(한국
서양고전학회), 2003, 40-42면도 아리스토텔레스의 “토피카”와 키케로의 “토피카”를
비교하면서 전자에서 분류된 네 속성(정의, 고유속성, 유, 수반하는 것)을 존재론적으
로는 중심부에서의 거리로 설명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술어유형으로 구분된 것이라 한다.).
즉 “범주론”에 제시된 범주들은 하나의 방법론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 어떤 사건에
대한 조사단계에서, 그것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면 질문의 목록을 미리
만들어볼 수 있으며, 이 때 사물 내지 사태에 대응하는 범주의 수만큼 조사목록을 만들
수 있고, 그 질문들에 대한 조사활동을 통해 그 사물에 대한 앎을 명제의 형식으로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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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다른 논증의 소재(즉, 각 쟁점들의 세부항목으로)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한다14).
퀸틸리아누스는 이들 10개의 범주가 쟁점을 구성하는 기초적인 요소들(Basic elements
of Issues)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앞의 네 범주들은 변론에서는 양측 간에 입장의
차이 내지 충돌이 생겨나는 큰 쟁점들에 해당하고, 나머지 범주들은 각각의 쟁점
들에 포섭되어 세부적인 쟁점을 구성하게 된다고 하였다.15)
이러한 입장에서는 범주를 사물 또는 사태의 분석을 위한 도구개념16)으로 또는
사안에 대한 조사와 판단의 단계에서 무엇을 조사하고 판단해야 하는지 그 대상이
되는 질문의 목록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범주론”을
논거발견에 관한 체계적 기술 정도로 이름 붙여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 앎이 부족하여 조사를 통해 유용한 것을 알아내야 하는
경우에는, 먼저 어떻게 앎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먼저 문제가 된다. 이러한
앎이 획득되어야 이를 전제로 판단과 추론, 논증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한 타당성의 평가도 있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조사
하는 것이 현명한가? 이러한 시각으로 “범주론”을 살펴보면, 먼저 어떤 하나의 사태
(실체)에 대해 상정해 볼 수 있는 술어로서, 따라서 조사해야 할 사항들의 목록으로
‘양’, ‘관계’, ‘질’, ‘능동’ 및 ‘수동’, ‘장소’, ‘때’, ‘상태’, ‘소유’, ‘대립’, ‘반대’, ‘선후’,
‘같이’, ‘변화’, ‘가짐’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물론 하나의 사태(주어)가 이 모든 술어를
다 가지는 것은 아니며, 또 그 중요성이 동일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하나의 사태(주어)
에 대해 가능한 술어들을 놓고 검토하는 것은, 그 주어가 가질 수 있는 가능한 속
성임에도 검토과정에서 빠뜨리고 놓치지 않는데 필요하다. 즉 “범주론”은 사태
(주어)의 속성을 샅샅이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한 수단이자 방법론으로서 조사대상이
되는 사항들의 목록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법정변론을 다루는
“수사학”이라는 작품을 남겼지만 퀸틸리아누스가 법정변론의 방법에 관한 이론 내지
체계에 관한 쟁점이론에 있어서 “수사학”이 아니라 “범주론”을 언급한 것은 아마도
이런 이유일 것이다.
“범주론”이 가지는 이러한 유용성 때문에 “범주론”의 방법은 변론의 준비에 응용

14)

15)
16)

“실체(Substance)”는 ‘그것이 존재하는가?(즉 추정)’, “질(Quality)”은 ‘어느 것이 더 이해
하기 쉬운가(그것이 무엇인가, 정의 definition)’, “양(Quantity)”은 ‘크기와 수’의 쟁점에
해당하고, “관계(Relation)”에서는 Transference와 Comparison의 쟁점이 생긴다고 한다.
Institutio Oratoria, 3.6.23.
Institutio Oratoria, 3.6.23.
김진성, “범주들해설”, 범주들․명제에 관하여, 이제이북스, 20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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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는데, 변론에 적절한 논거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사건을 철저히 분석해서
세밀한 부분까지 충분히 조사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퀸
틸리아누스는 특히 양측의 견해가 크게 충돌하는 네 지점, 곧 쟁점들과 그 세부적인
쟁점들이 모두 범주들에서 생긴다고 보았다. 실체라는 범주는 변론에서는 곧 사건
이고, 이것은 다시 사람과 사람의 행위로 구성되며, 이를 주어로 둘 때 가능한 술어
들이 모두 변론의 쟁점을 구성하는 요소로 포섭되는 것이다.17)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에 이러한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이론을
창안하였다는 공로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돌리지는 않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이다.
즉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이나 더 나아가 “수사학”은 쟁점이론에 대해서는
원리적인 차원에서는 아직 가능성만을 담고 있는 정도라 보는 것이다18). 쟁점이론이
17)

18)

이들 각 요소들에 있어 조사를 통해 변론에 적합한 술어를 찾아야 하고 또 양측의 견
해가 충돌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사전에 자신의 조사결과를 기초로 어떤 명제를 제시
할 것인지 그 적절성도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변론에 적절한 논거가 무엇인가는 변론
에서 다투어질 수 있는 쟁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은 연설의 장르를 세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 법정변론이
설득력을 얻는 세 원천, 법정변론에 사용하는 논증기법들 등등 법정변론에 관한 상세한
지침들을 담고 있다. 그러나 쟁점이론과 관련하여서는, 이후의 쟁점이론에서 독립된
쟁점으로 이름을 얻고 분류되는 것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작품 속 여기저기서 소개되고
있다고 하여도 아리스토텔레스가 쟁점이론으로 체계화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이
전통적인 입장이다. 논자에 따라서는 이소크라테스의 변론문을 분석해보면 쟁점이론과
비슷한 체계를 찾아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Jeffrey Walker, The
Genuine Art of This Art, Rhetorical Education in Antiquity,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2011, 134면(심지어 어느 정도는 안티폰의 변론문에서도. 위 책 125면). 그러나
헤르마고라스 이전에 나온 변론문 내지 논증적 글들도 이후의 쟁점이론의 시각으로
분석해보면 어느 정도는 쟁점이론의 체계에 따라 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Malcolm Heath, “Stasis-Theory In Homeric Commentary”, Mnemosyne, XLVI, Fasc, 3,
1993에서는 호머의 Iliad에서도 쟁점들의 흔적을 찾아내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느
소송사건이든지 쟁점 없이는 소송사건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쟁점 없는 사건은 성
격상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라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소크라테스나 안티폰의
변론에서 쟁점들을 나누어 찾아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이들이 과연 쟁점이론으로
체계화한 이론을 갖추어 사용하였는가 하는 문제와 구별해서 취급해야 할 것이다. 한
편 A. Braet은 쟁점이론이 법정변론에 국한되지 않고 연설의 세 장르 모두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본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헤르마고라스 뿐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와 동시대
인물로 여겨지는, Rhetorica ad Alexandrum의 무명저자와도 구별되는 점인데, 이 점에
있어서 키케로 등과 현대의 수사학이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을 계승하고 있으므
로 현대에 이르는 쟁점이론의 정립에 아리스토텔레스의 공헌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다. A. Braet, “Aritotle’s Almost Unnoticed Contribution to the Doctrine of
Stasis”, Mnemosyne, Vol. 52, No. 4, 1999. Braet은 “수사학” 1권과 3권에 후대에 쟁점
이론으로 알려지게 되는 사례들이 소개되는 방법이나 내용에 있어 상당한 차이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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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화된 모습을 형성하게 되는 것은 헤르마고라스 이후이며, 널리 철학적이고 일반
적인 차원에서의 논의를 법정변론의 영역에서 구체화하고 체계화한 것이 수사학
역사에서 쟁점이론이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으로 검토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3. 헤르마고라스(Hermagoras of Temnos)
헤르마고라스는 기원전 1세기경(또는 2세기경)에 활약하던 수사학자로, 쟁점
이론을 처음 체계적으로 정립한 사람으로 전해져오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수
사학”에도 후대에 쟁점이론으로 알려지게 되는 것의 몇 가지 사례가 등장하고, 그
래서 헤르마고라스가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쟁점이론을 체계화하였다고 하지는 않으며,
쟁점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것은 헤르마고라스의 공적이라 보는 것이 전통적
이고 일반적인 견해이다.19) 하지만 헤르마고라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진 것은 많이
없으며 그의 작품도 전해오지 않는다. 헤르마고라스 뿐만 아니라 그의 당대 및 그
이후로도 많은 수사학자들이 다양한 변형된 형태의 이론들을 경쟁적으로 소개하였
지만, 이러한 경쟁적 이론들이 모두 현재까지 온전하게 전해오지 않기 때문에 그
모습을 알기가 어렵고, 따라서 쟁점이론의 발전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비교분석하기도
어렵다. 오늘날에는 키케로20)나 퀸틸리아누스21) 등 몇몇 작가들의 글에서 단편적

19)
20)

있다고 하면서 이에 근거하여 쟁점이론의 기능에 있어 상이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닐
까 추론한다. 쟁점이론에는 선별적 기능(selection function, 연설의 장르나 논증의 대상
내지 상황에 따라 맞는 쟁점을 선별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쟁점을 제시하지 않을 수
도 있음)과 조직화 기능(organizational function, 어떤 쟁점을 선택하게 되면 그 쟁점이
그에 맞게 사실관계진술에 사용될 내용이라든지 제시할 명제라든지 하는 것을 결정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논증으로 구성할 수 있게 이끎)이 있고(이를 각각 고전수사학에서 말
하는 연설가의 과제 중 착상 및 배치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기능은 동시대의
Rhetorica ad Alexandrum에서도 그대로 엿볼 수 있는 반면, 쟁점이론의 다른 기능인
분류화 기능(classification function, 변론 등 연설에 사용될 관용표현들을 쟁점들의 위
계에 따라 분류할 수 있게 함)은 Rhetorica ad Alexandrum에서와 달리 연설의 세 장르
모두에 해당되는 것으로 소개되어 있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에서 특이한 점이라
한다. 그 외에도 Braet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헤르마고라스의 입장, Rhetorica
ad Alexandrum 세 저술을 비교분석하여 아리스토텔레스가 키케로와 퀸틸리아누스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A. Braet, “Aritotle’s Almost Unnoticed Contribution to the Doctrine of Stasis”, Mnemosyne,
Vol. 52, No. 4, 1999 등.
키케로 작품 중에 헤르마고라스에 관해 언급된 부분과 내용은 Hubbell이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De Inventio, Book I.8[키케로는 헤르마고라스가 연설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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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언급된 것을 통해 헤르마고라스의 견해에 접근할 수 있을 뿐이다.

21)

다루어야 하는 논제를 일반적인 것(general questions)과 특수한 것(special cases)으로
구분하고, 후자를 다시 법정변론과 정책연설, 기념연설로 구분하였다고 소개한 다음,
연설가가 일반적인 논제들(특정인, 특정 사건과 관련 맺지 않고도 논쟁적일 수 있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 “감각은 믿을 수 있는가?”, “세상은 어떤 모양인가?”, “태양은
얼마나 큰가?” 등의 논제)을 다루어야 한다고 헤르마고라스가 주장한 것에 대해 비판
한다.], 12[어떤 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이견이 없고, 또 그 행위가 어떻게 정의
되어야 하는가도 분명하지만 행위의 성격 내지 질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을 때. 예를
들어 그 행위가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은가 또는 이익이 되는가 이익이 되지 않는가에
대해 논쟁이 있는 경우, 키케로는 헤르마고라스가 그러한 상황을 네 종류, 즉 정책적인 것
(deliberative), 기념적인 것(epideictic), 형평이 문제되는 것(equitable), 법이 문제되는 것
(legal)으로 나누어 취급하였다고 소개한 다음, 앞의 두 가지의 것은 법정변론과 함께
연설의 장르를 구성하는 것이지 쟁점의 종류일 수는 없다고 비판한다], 16[헤르마고
라스가 쟁점이론에서 네 번째 쟁점(즉, 소권과 법률해석의 쟁점)의 창안자로 여겨지는데,
그것은 그 이전에 연설가들이 이 쟁점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전의
다른 수사학 작가들이 이것을 명시적으로 하나의 쟁점으로 인식하여 분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97[서두(Exordium) – 사실관계진술(Narrative) – 주제제시(Partition) –
논증(Proof) – 논박(Refutation) – 요약(Peroration) – 마무리(Conclusion)로 되는 변론의 형식적
구성에 있어서, 논박 뒤에 방론(digression)을 고정 배치한 다음에 요약마무리를 배치하는
것이 헤르마고라스의 규칙이라고 소개한 다음, 헤르마고라스의 방식을 비판한다.],
Book II.8[키케로는 자신의 저술에 영향을 미친 과거 수사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하고
일정한 비판을 하였다고 썼다. 학계에서는 키케로에 영향을 미쳤다는 수사학자가 정확히
누구인지를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헤르마고라스, 필로, 안티오커스를 염두에 두고 한
말로 이해하는 것이 보통이다]; Brutus, 263[키케로의 Brutus는 주로 표현(Expression)에
서의 문제를 다룬 작품인데, 로마의 역사상 연설가들의 사례를 들어 자신의 표현상에
서의 기풍을 옹호하려는 의도로 저술된 것이다. 키케로는 이 부분에서 헤르마고라스를
따르는 학파는 꾸밈에 관한 논의에서는 빈약하지만 착상 영역에서는 효과적이고, 또
논증에 질서가 있으며 일관된 주장을 구축하여 논점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271[헤르마고라스의 학파가 어느 유형의 논쟁이나 사건에서건 거의
기성품이나 다를 바 없이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정도의 효과적인 변론틀(outlines of
argument)을 제공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H. M. Hubbell, Introduction, De Inventione,
Topica (trans. H. M. Hubbell), LCL 386, 1949 참조.
퀸틸리아누스의 작품 중에 헤르마고라스에 관해 언급된 부분과 내용은 Donald A.
Russell이 소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Institutio Oratoria, 1.5.61[당시의
라틴어 표기법에 있어서 엄격한 grammaticus라면 그리스어로 사람이름이 ‘-as’로 끝나
는 것은 싫어하여 헤르마고라스를 ‘Hermagora’라고 쓸 것이라는 내용], 2.15.14(수사학
의 정의와 관련하여 헤르마고라스의 정의를 소개), 2.21.21(수사학이 다룰 수 있는 소
재와 관련하여 헤르마고라스의 견해를 소개), 3.1.16(고전 그리스 시대 수사학자들의
이름들과 계보를 약술하면서 헤르마고라스를 언급), 3.3.9[헤르마고라스가 판단(judgement),
주제제시(Division), 순서(Order)와 기타 표현(Elocution)에 관련된 요소들을 ‘economia’
라는 항목으로 포함시켜서 가르쳤다는 것], 3.5.4[쟁점들을 구분하는 방법에 있어 문서
에 근거한 것과 문서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널리 의견일치
가 있는데, 헤르마고라스가 이를 각각 “사실에 관계된 것 rational, logikon”과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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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이론의 상세한 모습은 다음의 키케로나 퀸틸리아누스에서 보기로 하고, 여
기서는 퀸틸리아누스에 따라 헤르마고라스의 견해를 몇 가지로 재구성해 보기로
한다. 퀸틸리아누스에 의하면, 쟁점이론에 관한 헤르마고라스의 견해는, 1) 쟁점을
사실문제와 관련한 쟁점(Rationale Issues)과 법적 문제와 관련한 쟁점(Legal Issues)
으로 크게 구분하고, 2) 전자는 추정(Conjecture), 정의(Peculiarity/Definition), 소권과
관할 등 절차상 쟁점(Transference), 질(Quality) 등의 네 가지로(3.5.56), 후자는 문언과
의도(Letter and Exception/Letter and Intention), 추론(Inference), 모호성(Ambiguity),
법률의 충돌(Conflicts of Laws) 등의 네 가지로 구분하는 것이며, 또 3) 소권 등과

관계된 것 legal, nomikon”으로 불렀다는 것], 3.5.14[특정인물과 관련 없는 일반논제
에 관해 논쟁하는 것도 연설가가 할 일이라고 지지하는 입장(을 취한 책들 중에는 헤
르마고라스가 저술한 것도 있다는 견해)에 대해 키케로의 비판을 소개], 3.6.3[‘stasis’
이라는 용어 자체는 헤르마고라스에게서 유래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이소크라
테스의 제자인 Naucrates에게서, 다른 사람들은 Zopyrus of Clazomenae에서 유래하였
다고 하지만, 퀸틸리아누스는 이들보다 앞서 Aeschines가 Ctesiphon을 상대로 한 변론
에서 Demosthenes가 논점에서 벗어나지 말고 쟁점에 대해 변론하도록 배심원들에게
요구하였을 때 그 단어가 쓰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다.], 3.6.21[쟁점에 대한 헤르마
고라스의 정의-사안에 대한 이해의 관건이 되고 또 당사자에게는 입증해야 할 것으로
관련된 것 “through which the matter under consideration is understood, and to which
the proofs of the parties are referred.”-를 소개], 3.6.53[수사학자들에 따라서는 쟁점이
론을 체계화하는데 있어 쟁점을 하나로 또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까
지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섯으로 분류하는 학자들은 여섯 번째 쟁점의 이름을
Transference, metastasis라 부르지만 헤르마고라스의 경우 metastasis라는 단어를 소권
이나 관할에서의 쟁점을 의미하는 단어(metaplepsis)와 혼용하고 있다는 지적], 3.6.56
[본문에서 설명], 3.6.59-60[본문에서 설명], 3.11.1[본문에서 설명], 3.11.3[본문에서 설명],
3.11.18[본문에서 설명], 3.11.22[초기의 쟁점이론에 있어서 가장 곤란한 문제는 특수한
용어들의 사용과 관련한 것인데, 앞서 헤르마고라스가 몇 가지 전문용어들을 개발해
낸 것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헤르마고라스는 이 분야에 많은 수고를 하였다고 한다],
5.9.12[변론의 형식적 구성 중 논증부분(Proof)에 사용되는 여러 입증방법들을 기술적인
것과 비기술적인 것으로 구분하고, 전자를 다시 선례(previous decisions), 소문(rumours),
고문을 통해 얻은 증거(evidence from torture), 문서기록(documents), 선서(oath), 목격증인
(witness) 등으로 구분하며, 또 모든 기술적인 증거는 ‘간접증거(Signs)’나 논증(Argument)
또는 예증(Example)로 구성된다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방법이다. 여기서 간접증거는
필연적인 것과 필연적이지 않은 것으로 다시 구분하는데, 퀸틸리아누스는 헤르마고라
스가 후자의 부류에 “Atalanta는 처녀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숲속에서 청년들과
배회하고 다녔기 때문이다.”는 주장을 포함시켰다고 소개하고, 만약 헤르마고라스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한다면 모든 사실로부터의 추론은 어느 것이든 간접증명이 될 수밖
에 없는 것이라 하여 비판한다.], 9.2.106[헤르마고라스가 metaplepsis를 독립된 쟁점으로
본다는 것] 등에 등장한다. Donald A. Russell, Introduction, Institutio Oratoria, II (3-5),
III (6-8) (trans. Donald A. Russell), LCL 125, 126, 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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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절차상 쟁점(Transference)을 처음으로 독립된 쟁점으로 분류하여 (물론 이러한
발상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22)) 가르친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I.O. 3.6.59-60).23)
사실에 관한 쟁점(Rationale Issues)

법적 문제와 관련한 쟁점(Legal Issues)

추정(Conjecture)

문언과 의도
(Letter and Exception/Letter and Intention)

정의(Peculiarity/Definition)

추론(Inference)

소권 등 절차상 쟁점(Transference)

모호성(Ambiguity)

질(Quality)

법률의 충돌(Conflicts of Laws)

다음으로 헤르마고라스는 ‘쟁점질문(the Question)’, ‘방어전선(the Line of Defence)’,
‘재판부의 판단대상(the Point for Decision, krinomenon)’, ‘변론의 핵심(the Core/Buttress,
continens, firmamentum)’ 등의 개념을 제시하고(3.11.1, 3) 이를 설명하였다고 한다
(3.11.3). 먼저 ‘쟁점질문’이라는 것은 각각의 쟁점을 질문의 형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예를 들어 추정쟁점은 “그런 일 또는 행동이 있었는가?”, 정의쟁점은 “그 행동은
어떤 것이 있었는가?”, 정당화쟁점은 “그런 행동은 정당한 것인가?” 등과 같다.
‘방어전선’은 어떤 행동이 있었다고 시인한 후에 그 행동을 정당화하는 일련의
방법으로, 예를 들어 “Orestes가 그의 어머니 클뤼타임네스트라를 살해하였는가?”에
대해 Orestes가 “그렇다.”고 인정한 다음,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주장할 때
“클뤼타임네스트라가 자기 남편 아가멤논을 살해하였는데 그 남편이 바로 Orestes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방어전선’이 된다.24) 이 경우에는 곧
22)

23)
24)

아리스토텔레스의 Rhetoric 3.1416a28-34. Euripides가 연극 공연 중에 말한 대사(“입은
선서한대로 매이지만, 영혼은 선서한 것에 매이지 않는다. The tongue has sworn, but
the heart’s not bound by oath.”) 때문에 그와 소송 중에 있던 Hygiainon에 의해 위증
을 선동한 불경죄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 사건에서 Euripides는 연극공연 중에 무대
위에서 말한 것을 극장에서의 법이 아니라 재판정에서의 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잘
못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가리킨다고 알려져 있다.
Institutio, 3.6.56. 그러나 이어지는 설명에서 퀸틸리아누스 자신은 헤르마고라스에 반대
하여 소권 등 절차상 쟁점(Transference)을 사실에 관한 쟁점에서 제외시킨다.
Oretes는 아가멤논의 아들이다. 아가멤논이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카산드라를
노예로 데려오자 아가멤논의 아내인 Clytemnestra가 아가멤논을 살해하였다. Orestes은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였다는 이유로 Clytemnestra를 죽였다. Orestes의 이야기는 그
리스 문학과 연극의 소재로 자주 등장하는 소재이다. 대표적인 것이 아에스퀼로스의
비극작품 Oresteia이다. 그런데 고전시대에 법정변론의 기술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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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동기(Motive, aition)를 통해 ‘방어전선’을 구축하는 것이다. ‘재판부의 판단
대상’은 Orestes의 사건에서는 “Orestes가 죄 있는 그의 어머니를 살해한 것은 정당한
것인가?”하는 점이 되고, 결국 재판부가 이에 대해 판단함으로써 곧 전체적으로
분쟁의 핵심에 대해 답하게 되는 사항을 말하는 것이다. ‘변론의 핵심’이라는 것은
‘피고인측의 변론 중 가장 강력한 논증이자 재판부의 판단대상과 가장 관련성이
큰 것’을 말한다.25)

4. 키케로(Marcus Tullius Cicero, B.C. 106-43)
키케로는 그리스 수사학과 철학을 로마에 소개하였을 뿐 아니라 로마화한 사람
으로 평가된다. 현재까지 전하는 그의 저술은 크게 수사학 영역에 속한 것과 철학
영역에 속한 것, 사건변론문들, 그리고 서간문들로 분류된다.26)
전통적으로 키케로의 저작으로 알려진 수사학 작품들로 Rhetorica ad Herennium,
De Inventione, Topica, De Partitione Oratoria, Orator, De Optimo Genre Oratoriunm,
De Oratore, De Fato, Paradoxa Stoicorum, Brutus 등이 있고, 이 중에 ‘쟁점이론’이
다루어지는 작품들로는 Rhetorica ad Herennium, De Inventione, Topica, De
Partitione Oratoria, Orator 등이 있다.27)

25)
26)

27)

처럼 널리 잘 알려진 사건이나 사례를 변론의 기술을 소개하는데 자주 이용하였고,
키케로나 퀸틸리아누스도 이 Orestes 이야기를 정의(Definition)의 쟁점의 예로 소개하고
있다. Orestes 재판에서 Apollo 신이 피고인 Orestes를 위해 한 변론에 대한 소개와 비평에
대해서는 정재원, “Orestes의 석방과 Zeus의 법”, 西洋古典學硏究, Vol. 4, No. 1, 1990,
안경환, “그리스 고전에 나타난 재판”, 법과 사회, Vol. 7, No. 1, 1993 참조.
이와 관련하여 퀸틸리아누스 자신은 간단하게 Issue, Core, Point for Decision의 세 개념만
사용해도 충분하다는 것으로 보인다. 3.11.20.
현재까지 전하는 키케로 작품들은 Loeb Classic Library에서 모두 28권으로 편집해서
출판한 라틴 – 영어 대조본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글에서도 이 책들을 주로 참고하였다.
키케로가 후대에 남긴 영향을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키케로는 서구(법)문화의 초석을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근대 시민혁명의 사상적 배경을 논할 때도 키케로의
사상은 빼놓을 수가 없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 번역된 작품들은
몇몇 작품들 외에는 주로 철학영역에 속한 것이다(예를 들어 최고선악론, 의무론,
노년에 관하여, 우정에 관하여, 국가론, 법률론 등. 키케로의 법정변론 중에서는 베레스
기소연설 일부가 양태종, 생각의 수사학, 유로, 2007에 독어판 중역으로 소개되어 있다).
위대한 법조인이었던 키케로 본연의 모습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Rhetorica ad Herennium과 De Inventione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서는 키케로의 저
작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이들 두
작품에 쟁점이론의 내용이 비교적 소상하게 기술되어 있는 점, 쟁점이론의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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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Rhetorica ad Herennium
이 작품은 Book I에서 Book IV까지 네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수사
학에 관한 이론을 체계적으로, 또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게 소개하고 있어 하나의
작품으로서 구성은 매우 치밀한 편이다.28)
Book I의 (18)-(25) 부분은 논증(Proof)과 논박(Refutation)을 다루는 부분인데,

28)

체계를 한 자리에서 함께 살펴본다는 필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들 작품들이 키케로의
작품으로 분류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하여 저작성의 문제에 구애됨 없이 다른 작품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한다.
Harry Caplan에 의해 영어로 번역된 Rhetorica ad Herennium, LCL 403, 1954에는 역자의
서문(키케로의 저작성에 관련된 문제, 저술시기, 번역에 사용된 판본 등에 관한 설명이
있다)에 이어 작품구성에 관한 분석이 실려 있다.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역자의
소개 중에 고전수사학의 기초적인 내용이 될 만한 것만 간추려보면, Book I (2) 연설
가의 임무, 연설가가 다루어야 하는 세 가지 연설장르(기념연설 Epideictic, 정책연설
Deliberative, 법정변론 Judicial), (3) 연설가의 다섯 가지 과제(Invention, Arrangement,
Style, Memory, Delivery), 훌륭한 연설가로서 필요한 실력을 갖추기 위한 세 가지 수단
내지 방법(Theory, Imitation, Practice), (4) 연설의 형식에 있어서 여섯 가지 구성부분
(Introduction, Statement of Facts, Division, Proof, Refutation, Conclusion), (7) 서두 부분의
역할(청중의 관심을 모으고 attentive, 연설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게 만들고 receptive,
잘 들을 수 있게 분위기 만들기 well-disposed), Statement of Facts 부분이 갖추어야 할
덕목(간결 brevity, 정확 clarity, 그럼직함 plausibility), (17) Division 부분의 역할(쌍방간
합의점과 이견이 존재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논의하려고 하는 쟁점이 무엇
인지를 제시하는 것), (18-25) 부분은 쟁점이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설명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Book II (3)-(12) 기소인 측과 변호인 측의
주제제시 Statement of Fact에 관해 논의한 후 추정단계의 쟁점에 있어 6개의 세부항목이
구분되어 검토된다(이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설명). (13)-(18) 법령해석상의 쟁점들을
다루는데, (13)-(14)에서는 문언과 입법취지 사이의 충돌에 따른 쟁점, (15) 법령 상호
간의 충돌과 모순, (16) 법령의 애매모호성, (17) 법령상 정의, (18) 소권 내지 재판의
적법성과 관련한 절차적 원칙들, (19) 현존하는 법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사항에 관한
유비추론, (19)-(20) 정당화에 관한 쟁점들 중 첫째 그 자체로서 정당한 행위라는 주장을
다룰 때 먼저 행위가 법에 부합하는지 알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법의 여섯 가지 원천
(법 자체의 본성, 실정법, 법적 관습, 선행판례, 형평, 합의)에 대해 알아야 하고, 이
각각에 대해 정의하고 예를 통해 설명한다. (21)-(22) 다른 고려의 연장으로서의 정당화
(Assumptive) 쟁점에 대해 (a) 다른 대체행위와 비교할 때 다른 행위가 더 악하다는
것, (b) 죄의 쟁점을 전가하는 것의 순서로 설명하고, (23)-(25)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의 쟁점들에 대해, (26)에서는 책임을 거부하는 경우의 쟁점에 대해 설명한다.
(27) 정당화에서 사용되는 주장들을 소개하고, (28)-(30)에서는 논증의 다섯 가지 요소들,
(a) 논제(Proposition), (b) 논거(Reason), (c) 논증과 반박(Proof and Refutation), (d) 꾸밈
(Embellishment), (e) 전체 개요(Résumé)를 소개한다. (47) 변론의 마지막 결론 부분은
세 요소로 구성되는데, (a) 요약(summing-up), 부풀리기(amplification), 자비에 호소하기
(Appeal to Pity) 등이다.

쟁점이론과 구두변론 / 河在洪

617

여기서 키케로는 연설의 장르에 따라 각기 다루어야 할 쟁점들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영역에서 정리하고 있다.29)
1. 사실의 존재 여부가 쟁점인 경우(Conjectural, question of fact)
2. 문언의 해석이 쟁점인 경우(Legal)
(a) 법령의 문언과 의도(Letter and Spirit)
(b) 법령 상호간의 충돌과 모순(Conflicting Statutes)
(c) 법령 문언의 애매모호성(Ambiguity)
(d) 법령상 정의(Definition)
(e) 소권과 절차상 문제(Transference)
(f) 유비추론(Reasoning from Analogy)
3. 행위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행위가 정당한지가 쟁점인 경우(Judicial)
- 그 자체로서 옳다는 정당화(Absolute)
- 다른 고려의 연장으로서의 정당화(Assumptive)
(a) 혐의인정
- 책임면제(Exculpation) : 고의가 없었음(Ignorance)
우연한 사고였음(Accident)
불가피했음(Necessity)
- 자비에의 호소(Plea for Mercy)
(b) 책임전가하기(Shifting of the Responsibility to)
- 다른 누군가에게로
- 다른 상황에게로(상황발생 enactment)
(c) 죄의 쟁점을 전가하기(Shifting of the Question of Guilty)30)

29)

30)

앞의 헤르마고라스의 분류방식은 사실에 관한 것과 법률에 관한 것으로 크게 두 분류로
구분한 다음, 각각에 대해 다시 4가지 세부항목으로 구분하는 방식인데, Rhetorica ad
Herennium의 경우 크게 추정, 법적인 것, 정당화의 세 분류로 나누고 각각에 대해 다시
세부항목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전자와 달리 후자의 방식에는 행위나 사건 자체에 대한
정의(definition) 문제가 빠져있다.
‘죄의 쟁점을 전가한다.’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하고 있는 행위
인데 왜 이 사람만 처벌받아야 하는가?’하는 주장이다(Rhetirica ad Herennium, Book
II, XV). 누구든 중대 범죄는 아닐지라도 다소간의 비행을 저지르고 있고, 이에 대해
그러한 행위를 처벌한 선례도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비슷한
유형의 비행을 저질렀다면, 그 비행을 명백히 범죄로 취급하는 법률 또는 그러한
인식이 없는 한에는 그 행위를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왜 나만 처벌하는가
하는 항변은, 특별한 형사정책적인 고려가 작용할 여지가 없는 한에는, 오늘날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D. Husak, The Philosophy of Criminal law-Selected Ess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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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다른 대체행위와 비교하기(Comparison with Alternative Act)

다음으로 Book 2 (3)-(12)에는 추정 단계에서의 세부항목이 다음과 같이 6가지로
제시되어 있다.
1. 개연성(probability)
(a) 동기(Motive)
(b) 생활방식(Manner of Life)
2. 비교(Comparison)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은 누구도 범죄를 저지를 것 같지 않은가?
3. 간접증거(Signs)
(a) 장소(Place)
(b) 시점(Point of Time)
(c) 소요된 시간(Duration of Time)
(d) 기회(Occasion)
(e) 성공가망성에 대한 예상(Hope of Success)
(f) 범행발각을 피할 가망성에 대한 예상(Hope of Escaping Detection)
4. 정황적 증거(Presumptive Proof)
(a) 범행에 선행되는 것(Preceding the Crime)
(b) 범행시에 동반되는 것(Contemporaneous with the Crime)
(c) 범행 후에 뒤따르는 것(Following the Crime)
5. 후속되는 행동(Subsequent Behavior)
6. 확증적 증거(Confirmatory Proof)
특수 쟁점들과 통상 쟁점들(증인, 고문을 통해 얻어낸 증언, 정황적 증거, 소문 등을
둘러싼 옹호 내지 공박의 변론)

또한 Rhetirica ad Herennium에 제시된 쟁점이론의 큰 특징은 기소인측과 변호인
측에서 각각의 쟁점단계에서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어떤 점을 조사해
보고 법정에 제시해야 하는지, 또 각각의 상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관용표현
(Topoi, Commonplace)들로 무엇이 있는지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Oxford, 2010, 338면 이하에서는 the ‘But Everyone Does That!’ Defense라는 제목으로
이에 대해 상론하고 있다. 쟁점이론에서의 변론법과 오늘날 형사법정에서의 변론기법에
대한 비교연구는 다음 연구과제로 미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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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추정단계에서 세부항목의 하나인 개연성(probability)의 쟁점은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각각의 쟁점을 설명하고 예시하고 관용표현을
제시하는 것은 다른 세부항목들에도 그대로 이어져 있으며, 이것을 통해 쟁점이론
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활용하게 되는지 이해할 수 있다.31)
기소인은 범죄가 피고인에게 이익(profitable)이 되는 점, 피고인이 그러한 비행을
지금껏 자제해 오지 않은 점을 증명해야 한다. 이 쟁점에 관해서는 두 가지 하위
쟁점이 있다. 동기(Motive)와 생활방식(Manner of Life).
동기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도록 이끈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 이점을 얻고
손실을 회피하고자 하는 바람이다. 동기에서의 세부쟁점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범죄로부터의 이익 — 명예, 금전, 영향력 등 — 을 추구하였는가? 피고인이 어떤
열망 — 사랑이나 그와 유사한 자제하기 어려운 바램 — 을 만족시키고 싶어 했는가?
또는 피고인이 어떤 불이익 — 원한, 나쁜 평판, 고통, 처벌 — 을 회피하려고 하였
는가?
기소인은 이익을 얻는다는 바램이 쟁점인 경우에는 피고인의 열망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야 한다. 불이익을 회피하려 하였는가 하는 것이 쟁점이라면 피고인의 두려
움에 관해 다시 한 번 상세히 언급해야 한다. 반면 피고인의 변호인은, 가능하다면,
동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또는 적어도 정열적으로 그 중요성들을 가볍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변호인은 누구든 범행으로부터 이익을 얻기 마련인
그런 비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혐의를 두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말해야 한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생활방식이 이전의 행위가 어떠했나 하는 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먼저 기소인은 그가 이전에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는지를 살펴보
아야 한다. 그런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이전에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닌지 혐의를 받은 사실은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해야 한다. 또 피고인이 그간
보여 온 생활방식을 범행동기와 연관지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기소인이 범행동기가 돈이었다고 주장한다면, 기소인은 피고인이 항시
탐욕적(covetous)이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동기가 공적인 명예라면 야망에
찼었다는 것을. 그렇게 하면 기소인은 피고인의 성격상 결함을 범행을 위한 동기로
연관지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피고인에게서 범행동기와 일치되는 성격상의 흠을

31)

이어 개연성에 관한 세부항목으로 비교(Comparison), 간접증거(Signs), 정황적 증거(Presumptive Proof), 후속되는 행동(Subsequent Behavior), 확증적 증거(Confirmatory Proof)
등이 소개되어 있다. 오늘날의 정교한 프로파일링 기법과 비교할만한 내용들을 포함
하고 있으며, 또 변론에서 이러한 공격방어방법을 다루는 요령, 또 이에 대처하는
요령들이 소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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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을 수 없다면 범행동기와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성격상 결함을 하나 찾아내어야
한다. 피고인이 탐욕적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없다면, 피고인이 겉보기와 달리 감언
이설로 꼬이는 기만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간단히 말해, 어떻게
해서든 가능하다면 피고인에게 어떤 성격상 결함이 있다는, 또는 가능한대로 많은
결함들이 있다는 그런 오명으로 낙인찍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다른 상황에서 그렇게 천박하게 행동해 온 사람이 이번에 범죄인답게 행동한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피고인이 순수하고 진실
하다는 명망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기소인은 평판이 아니라 행위가 검토되어야 한
다고, 이전에는 피고인이 그의 비행을 은폐했던 것이라고, 피고인이 비행의 혐의가
전혀 없는 순전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매우 쉽게 증명할 수 있다고 말해야 한다.
변호인은, 할 수 있다면 먼저 피고인의 바른 생활에 대해, 그럴 수 없다면 그저 한때
사려가 깊지 않았고, 어리석었고, 젊었고, 힘을 주체하지 못했다고 또는 부적절한
영향 하에 있었을 뿐이라고 하는 것에서 도움을 구해야 한다. 이러한 과거 문제들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견책이 현재의 혐의나 아무 관련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까지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해야 한다. 피고인의 천함과 악명 때문에 변호인이 심각
하게 불리한 상황이라면 변호인은 먼저 죄 없는 무고한 사람에 대해 잘못된 소문이
퍼져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소문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관용표현(토포스, common place)을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변론들이 전혀 가능하지
않다면 배심원들은 피고인의 성품이 어떤지 관심가지고 비난하는 감독자들이 아니니
감독자들 앞에서 이런 문제를 논하지는 않고 배심원들 앞에서는 어디까지나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서만 검토하겠다고 말해야 한다.

나. De Inventione 32)
이 작품에서는 크게 사실문제의 쟁점과 문서해석에 관한 쟁점으로 대분류한
다음, 전자에 추정, 정의, 질, 절차상 문제 등 네 가지 쟁점을, 후자에 법문의 모호성,
문언과 의도, 법률의 충돌, 유비추론, 정의 등 다섯 쟁점을 제시하고 있다. 큰 틀에
서는 헤르마고라스의 쟁점분류체계와 완전히 일치하고 다만 법문서의 해석에 관한
쟁점의 세부항목에서 추론(Inference)이 유비추론(Reasoning by Analogy)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정의(Definition)가 법적 문제에 관한 쟁점에도 추가된 것이 차이점이다.

32)

이 작품은 키케로의 소년기에 저술된 미완성의 작품인데, 수사학 선생의 수업 때 강의
내용을 받아 적은 수준으로 의심받고 있으며, 키케로 자신도 장년기에 이 작품을 De
Oratore로 대체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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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에 관한 쟁점(cases involving general reasoning)
추정(constitutio coniecturalis, Issue of Fact)33)
정의(constitutio definitiva, Issue of Definition)
소권 등 절차상 쟁점(constitutio translativa, Issue of Competence)
질(constitutio generalis, Issue of Quality)
2. 법적 문제와 관련한 쟁점(cases involving interpretation of a document)
모호성(Ambiguity)
문언과 의도(Letter and Intention)
법률의 충돌(Conflicts of Laws)
유비추론(Reasoning by analogy)
정의(Definition)

다. Topica
이 작품은 키케로가 친구이자 법률가인 Trebatius에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작품

33)

이 작품에 소개된 추정쟁점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큰 길을 따라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가다가 상당한 액수의 돈을 가지고 사업차 길을 떠난 사람과 동행하게 되었다. 이들은
자연스럽게 함께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결국 가까운 친구가 되어 여행을
함께 하게 되었다. 이들은 길을 가다 여관을 만나게 되면 같이 저녁식사를 하고 잠도
같은 방에서 자기로 하였다. 저녁식사 후에 이들은 같은 방에서 잠을 잤다. 그러자 일행
중 한 사람, 즉 일행 중에 돈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서 수표를 받게 된 여관주인이
– 여관 주인이 범인이라는 것은 그가 다른 범죄를 저지르다 밝혀진 사실이다. – 한 밤
중에 방으로 들어와, 이들이 매우 깊이 잠든 것을 보고 돈을 가지고 있지 않던 사람의
침대 옆에 놓여있던 칼을 빼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의 돈을 꺼내 가진 다음,
피 묻은 칼을 원래 칼집에 도로 넣어두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이른 새벽, 동이 트기
훨씬 전에 돈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잠이 깨서 자기 칼이 범행에 사용된 것을 알지
못하고 동료를 재차 불렀지만 대답이 없자 깊이 잠이 든 탓이라 생각하고 자기 칼과
나머지 짐을 챙겨 홀로 길을 떠났다. 얼마 가지 않아 여관 주인이 ‘살인자다’ 하고
소리를 질렀고 다른 몇 사람의 투숙객들과 함께 추격에 나서서 이 사람을 붙잡았는데,
칼집에서 칼을 빼 보니 피가 묻어 있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법정으로 끌고 와 살인
혐의로 기소하였다. 이 사건에서 혐의는 ‘너는 사람을 살해하였다.’이고, 답변은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이다. 여기서부터 쟁점(constitutio, issue)이 생겨나는데, 즉 그것은
‘그가 사람을 살해하였는가?’라는 질문으로서 곧 판사가 판단해야 하는 대상과 동일한
것이며 추정이라는 쟁점이 되는 것이다(De Inventione, Book II, 14-15.).” 키케로는
추정쟁점을 예를 들어 소개한 후에 다시 이 쟁점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즉 기소인과
변호인이 각자 어떤 점에서 유리한 논거를 찾아내야 하는지, 또 어떤 관용표현을 사용
할 수 있는지 소개한다. 키케로의 설명을 따라 가다보면, 오늘날 사건을 두고 과학수사
영역에서 프로파일링하는 기법이나 법정에서 개연성의 차원에서 혐의를 불러일으키거
나 약화시키는 논변들은 모두 이미 키케로 시대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22

뺷서울대학교 法學뺸 제54권 제3호 (2013. 9.)

Topica에 관해 설명해 주는 내용으로 편지형식을 취하고 있다.34) 키케로는 먼저 모든
논증에 관한 논의는 두 갈래로 나뉠 수 있는데, 하나는 논증을 위한 논거의 발견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논증의 타당성에 관한 검토․판단에 관계된 것이라 말
한다.35) 다음으로 키케로는 Topic에 관해 비유를 통해 설명한다.36) 키케로는 Topic
중에는 논의되는 주제의 성격 자체에 연관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전체나 부분, 의미, 주제와 연관된 사물 등으로부터 도출되는 논증은 전자이고, 외
적 상황에서 도출되는 논증은 후자에 속한다고 한다. 키케로는 이어 구체적인 논증
의 예를 하나씩 소개한다(Topica, 6-8).37)
작품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공적 연설의 세 종류와 각 연설의 목적, 그중 법정변
론에서 다루어지는 쟁점, 특히 쟁점이론에 의한 방어측 변론의 구성에 관한 간략한
설명이 등장하고(Topica, 91-96), 이어 전체적인 변론의 구성과 배열, 연설에서의
과장과 감정의 자극에 관한 언급(Topica, 97)에 이어 키케로 자신이 Trebatius가 요청한
것보다 주제에 관해 더 자세히 서술한 것을 지적하면서 글은 끝난다.

34)

35)

36)

37)

키케로는 이 작품의 서두에서 저술동기를 소개하고 있다(Topica, 1-5). 키케로는 아리
스토텔레스의 Topica(김재홍, 변증론, 도서출판 길, 2008로 번역되어 있다.)의 문체가
우아하다고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학자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으로, 오늘날
전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작품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 한다.
키케로의 의견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두 분야 모두에 기초를 놓았고, 스토아학파는
변증술이라 불리는 방법으로 후자에 관해서만 논의하였지, 그 자체로서 유용할 뿐
아니라 순서에 있어서도 앞서는 논거의 발견 부분은 전적으로 간과하였다는 것이다.
키케로의 경우, 전자부터 시작하지만,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여유가 있다면 후자
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라 말한다.
예컨대 어떤 물건이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때, 그 물건을 곧바로 찾아내기는 어렵지만
그 물건이 숨겨진 장소에 어떤 표식을 해 두면 숨겨진 물건을 찾아내는 것도 쉬운 일이
된다. 마찬가지로 어떤 논증을 유도할 때, 그 과정에 사용되는 논거가 무엇인가가 쉽게
찾기 어려운 것이라면, 숨겨진 그 논거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논거가 찾아지고 발견
되는 곳에 어떤 표식을 해 두는 것이 좋은데, 이것을 Topic이라 부른다는 것이다. 따
라서 Topic은 논증과정에 사용되는 논거가 발견되는 장소로 정의된다.
먼저 ‘정의(definition)’는, 논의되는 주제 전체에 적용되는 것으로, 예컨대 포장된 것이
그대로 펼쳐지는 것이다. “시민법은 동등한 지위의 구성원들 사이에 각자의 재산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의 형평법 체계이다. 이 형평법 체계에 대한 지식은 유용
하다. 그러므로 시민법에 관한 탐구는 유용하다.”(Topica, 9). 키케로는 다음으로 ‘부분의
축적(enumeration of parts), ‘etymology(어원에 기초한 논증술)’, ‘conjugate(단어의 활용에
기초한 논증술)’, ‘genus’, ‘species’, similarity, difference, contrary, adjuncts, antecedents,
consequents, contradictions, cause, effects, comparison 등등의 논증술과 이에 관한 예시를
소개하고(Topica, 10-23), 이상의 예에 대해 다시 상론한다(Topica, 2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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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De Partitione Oratoria
이 작품은 수사학 전체의 개요를 대화체 형식으로 간략하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쟁점이론 부분도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간소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큰
특징 중의 하나는 행위에 대한 정의(Definition)의 쟁점이 추정쟁점과 독립되어, 또
법률에서의 정의문제와 구별된 지위에서 취급된다는 점이다.
이 작품에서는 추정, 정의, 정당화, 법률해석과 관할 등 네 가지로 쟁점을 대분류한
다음, 각각의 쟁점에 대해 다시 상세한 세부항목들을 제시하고 있다. 앞의 Rhetorica
ad Herennium, De Inventione 등과 비교해보면, 쟁점을 대분류 하는 방식뿐 아니라
세부항목에도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추정단계에서의 세부항목은 크게 개연성
하나로 두고 여기에 다시 원인과 결과를, 원인에는 동기와 실행가능성을, 다시 동기
에는 이익과 손해, 마음의 상태, 돌발충돌 등 셋을 들고 설명 및 예시38), 관용표현
들39)을 소개하고 있다.

4. 퀸틸리아누스(Marcus Fabius Quintiliaus, 35-100)
지금의 스페인에 속하는 칼라홀라에서 태어난 퀸틸리아누스는 젊은 나이에 로마로
가서 수사학을 배웠다.40) 퀸틸리아누스는 법정변론에서 성공을 거둔 후에 황제의
38)

39)

40)

예를 들어 ‘마음의 상태’라는 세부항목에 있어서는 격분(激憤), 구원(舊怨), 복수에 대한
열망, 억울함으로 생겨난 고통, 지위욕, 명예욕, 권력욕, 물욕, 상실의 위험에 대한 두려움,
빚에 대한 걱정, 궁핍한 가사에 대한 근심, 무모함, 경소함, 잔인함, 자제력 없음, 조심성
없음, 미련함, 사랑에 빠짐, 흥분함, 술을 좋아함,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 은폐할 수
있다는 생각, 발각된다 할지라도 재판을 통해 정면 돌파하거나 연기를 통해 혐의를
물리칠 수 있다는 믿음, 재판을 통해 받는 처벌이 사건을 통해 얻는 이익보다 더 가
볍다는 계산, 형벌로 받는 고통보다 사건을 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즐거움이 더 큰 경우
등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키케로는 증거를 제시할 때 관용표현(토포스)처럼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로
‘범행일체의 자백을 기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범죄사실은 증거에 의해 입증될 것
입니다.’와 같은 것을 추천하고 있다[P. O. 116 (안재원 340)].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에
그것이 증인이라면 먼저 증인제도 자체를 찬양하고, 이어 ‘피고는 꼬리를 잡히지 않으
려고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저질렀지만, 증인의 목격을 피할 수는 없었다.’는 관용표현을
사용하며, 증인진술의 신빙성을 두고는 ‘거짓 증언으로 말미암아 참된 증언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믿을만하고 확실한 증언이 있음에도 이를 믿지 못
한다면, 이것은 재판관(배심원)의 과실이다.’라는 표현을, 증인이 미천하고 보잘 것
없는 사람이라면 ‘재산의 소유 정도에 의해 신뢰도가 저울질되어서는 안 된다.’라든지
‘사건을 가장 쉽고 분명하게 막힘없이 해명할 수 있는 사람이 증인으로서는 가장 적격
이다.’라든지 하는 표현들을 사용할 것을 추천한다[P. O. 117 (안재원, 342)].
Donald A. Russell은 Institutio Oratoria, LCL 125, 2001의 앞부분에 쓴 Introduction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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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을 가르치거나 궁정 수사학교사로 활약하였고, 노년에는 12권으로 된 Institutione
Oratorae를 저술하였는데, 쟁점이론은 주로 이 책의 3권과 7권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퀸틸리아누스는 처음에는 사실에 관한 쟁점(Logical Issue)과 법률에 관한 쟁점(Legal
Issue), 그리고 General Issue으로 구분하고, 사실에 관한 쟁점에 추정(Conjecture),
질(Quality), 정의(Definition), 법률에 관한 쟁점에 문언과 의도(Letter and Spirit),
법률의 충돌(Conflict of Laws), 추론(Inference), 모호성(Ambiguity)과 소권 및 관할의
쟁점(Transference)을 세부쟁점으로 제시하여 가르쳤다. 그러나 Institutione Oratorae
에서는 견해를 수정하여 쟁점의 유형을 사실에 관한 쟁점과 법률에 관한 쟁점으로만
구분하고(즉, General Issue는 쟁점에서 철회), 법률에 관한 쟁점 중 마지막 쟁점인
소권 및 관할(Transference)은 쟁점에서 제외시켰다(3.6.67-81 41)).

41)

서 퀸틸리아누스의 경력과 가족사, 작품 및 후대에 남긴 영향 등을 소개하고 있다.
Russell은 퀸틸리아누스가 85∼86년경에는 이미 저명한 거물이 되었는데, 로마 풍자시
인 Marcus Valerius Martialis (A.D.40?∼?104)이 남긴 시에 의하면, 퀸틸리아누스는
“다루기 힘든 젊은이들을 다스릴 줄 아는 최고의 지배자(Supreme controller of wayward
youth)”이자 “로마 왕실 법정의 최고 변호사(glory of Roman gown)”였는데, Martialis가
변호사이자 교사로서 성공한 인물로 묘사하였던 퀸틸리아누스는 정작 자신은 ‘저녁에
잠을 잘 수 있고 낮에는 소송에 연루되지 않은 채 평온하게 지내고 싶어 했던(a night
that brings sleep and a day without litigation)’, 즉 ‘저녁이 있는’ 평범한 삶에 대한 바
램을 가졌고,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아이러니를 느끼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기술하고
있다.
퀸틸리아누스는 Institutio Oratoria에서 소권 및 관할에 관한 쟁점(Transference)을 사실에
관한 쟁점(Logical Issue)으로 분류하는 견해도 있다고 소개하면서 자신은 이에 반대한
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자신은 사실에 관한 쟁점의 분류에 있어서는, 키케로의
예를 따라 추정, 정의, 질 세 가지 쟁점으로 구분한다(3.6.78-81). 한편 안재원, 수사학
– 말하기의 규칙과 체계, 311면에서는 사실에 관한 쟁점을 ‘이성에 관한 쟁점’(이것은
라틴어 ‘rationales status’의 직역으로 보인다)으로 번역하였으나 번역어로는 적절치 않
다고 보이고, 또 퀸틸리아누스의 쟁점이론을 설명하면서 소권 및 관할에 관한 쟁점을
사실에 관한 쟁점(위 책의 표현에 의하면 이성에 기초한 쟁점)의 하나로 분류하고
있는데 Institutio Oratoria의 내용과 맞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고 여겨진다. 먼저 ‘이성에
관한 쟁점’으로 부르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은 Institutio Oratoria, 3.5에서 찾아볼 수
있다. 퀸틸리아누스에 의하면 수사학자들 사이에 널리 의견일치를 보고 있는 것으로서
쟁점은 문서에 근거한 것이거나 문서에 근거하지 않은 것 둘 중의 하나에 속하는데,
전자는 법률에 관한 쟁점이고 후자는 사실에 관한 쟁점이라는 것이며, 헤르마고라스와
그 학파들은 이를 각각 법률에 관한 것(legal, nomikon)과 사실에 관한 것(rational,
logikon)으로 부른다는 것이다. Rhetorica ad Herennium, 1.19에서도 동일한 설명을 하고
있다. Sara Rubinelli, Ars Topica, Springer, 2009, 97면; Maarten Henket, “Status and
Loci for the modern judge”, Quintilian and the Law, edited by Olga Tellegen-Couperus,
Leuven University Press, 2003, 182면도 같다. 다음으로 Institutio Oratoria, 3.6.78-80에
의하면 퀸틸리아누스가 소권 및 관할에 대한 항변을 사실에 관한 쟁점에 포함시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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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 정의, 질

법령에 기초한 쟁점들 – 문언과 입법목적 사이의 충돌, 법령 상호 간의 충돌 내지 모순
법령문언의 중의성, 추론

이상의 쟁점을 사용하는 순서에 대해서는, 퀸틸리아누스는 추정의 쟁점이 가장
강력한 방어책이 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할 수만 있다면 혐의를 부인하고, 다음으로
정의, 질의 쟁점을 사용하며, 마지막으로 법에서 탈출구를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42)

5. 헤르모게네스
헤르모게네스(Hermogenes of Tarsus)는 기원 후 2세기 중엽 경에 활약하던 그리스
출신의 수사학자로, On Issues (On Stases), On Styles (On Ideas) 등의 이름으로
전하는 글을 남겼다. 쟁점이론은 On Issues에 소개되어 있는데, 헤르모게네스의
작품들은 예로부터 상대적으로 거의 관심을 끌지 못한 채 오늘에 전해져오고 있다.
주석서나 영역본의 수에 있어 키케로나 퀸틸리아누스의 인기와는 비교되지 않는 것
이다.43)
먼저 헤르모게네스의 쟁점이론을 헤르마고라스의 것과 비교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44)45)

42)
43)

44)
45)

것을 과거의 견해로서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여 종전의 견해를 수정하고 있음을 분명
히 볼 수 있다.
Institutio Oratoria, 3.6.83-85. 여기서 ‘법에서 탈출구를 찾는다’는 것은 법률의 해석과
소권 및 관할의 문제(Transference)를 말한다.
그 이유로 문헌 자체가 매우 딱딱하고 매력 없는 스타일로 쓰인 것 등을 들지만, 상
대적으로 이론적으로 더 진보되고 엄밀한 면은 있다 하더라도 키케로나 퀸틸리아누스
의 작품에서 제시된 것이 더 이해되기도 쉽고 또 그런 정도로도 실제적인 지침으로
활용되는데 충분하다고 여겨진 때문이라 생각된다. 헤르모게네스의 쟁점이론은 Hermogenes, On Issues, Trans. Malcolm Heath, Oxford University Press, 1995와, Thomas
M. Conley, Rhetoric in the European Tradi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0,
54-57면 등에 소개되어 있다.
R. Nadeau, “Classical system of Stases in Greek: Hermagoras to Hermogenes”, Greek,
Roman and Byzantine Studies, Vol. 2, No. 1, 1959, 69면.
On Issues의 내용 중 유의할만한 내용으로는, 헤르모게네스는 변론에서 사람에 관계된
측면과 행위에 관계된 측면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속성들을 분석한 것과, 변론에서 제시
되는 논제가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한 네 가지 필수조건들, 쟁점을 형성하지
못하는 사례군들에 관해 설명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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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르마고라스
사실에 관한 쟁점 Rational Stasis :

헤르모게네스
Stasis :

1. 추정 Conjecture

Conjecture

2. 정의 Definition

Definition

3. 질 Quality

Quality

서사적 Epideictic

Rational Stasis

정책적 Deliberative

Deliberative

실제적 Pragmatic

Forensic

법정 Forensic
행위의 정당화 Justification 46)
불법의 변론 Defence of wrong

Justification
Defence of wrong
Shifting blame

책임전가 Shifting blame

Counter-charge

Counter-charge

Counter-plea

Counter-plea

Plea for leniency

Plea for leniency
4. 이의 Objection
법률에 관한 쟁점 Legal Questions :

Legal Stasis :

1. 문언과 의도 Letter and Exception

Letter and Intent

2. 법률의 충돌 Contrary law

Contrary law

3. 모호성 Ambiguous law

Ambiguous law

4. 유비추론 Inference from law

Inference from law
Objection

46)

쟁점이론에서 ‘Justification’은 행위가 전혀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위법행위에 대한 변론(defence of wrong, counter proposition)은 행위의 불법은 인정하
면서도 다른 고려에 의해 그 행위를 나름대로 정당화하고자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첫째 행위자 외에 결과에 대해 책임있는 것으로 비난받아야 할 다른 사람 또는 사정이
있다고 하는 것(책임전가, shifting blame), 둘째 상대방이 어떤 해를 입은 것은 그럴
만하였다고 하는 것(countercharge), 셋째 행위자의 행동에 의해 불법한 결과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결과도 있음을 제시하는 것(counterplea)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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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르모게네스
Asystatic Questions47) :

1. Deficient

1. One-sided

2. Balanced

2. Balanced

3. One-sided

3. Reversible

4. Inconclusive

4. Inconclusive
5. Incredible
6. Impossible
7. Despicable
8. Deficient
Near-Asystatic Questions :
1. Preponderate(one-sided는 아니지만 균
형이 맞지 않는 경우)
2. Ill-advised(착상에 흠결이 있는 경우)
3. Prejudged(어쨌든 불리한 선입견을 배
제할 수는 없는 경우)

47)

헤르모게네스는 쟁점이 형성되려면 최소한 다음의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다.
(i) 행위 및 사람 모두에 대해서 또는 둘 중에 최소한 하나가 판단해야 할 문제로 관련
되어 있을 것, (ii) 양측의 주장이 서로 다르고 또 각각 그럼직하게 여겨질 만한 설득력
(probative force)을 가진 내용일 것, (iii) 어떠한 판결이 내려질 것인지가 자명하지도
않고 판결이 어느 일방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선입견 없이 내려질 수 있을 것.
또한 헤르모게네스는 쟁점이 형성될 수 없는 유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i) 양 당사자의 주장이 대등하게 호각을 이루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한편에 유리하게
기우는 때(one-sided). 예를 들어 창녀촌을 운영하는 자가 젊은 청년 10명을 받아 한바
탕 놀게 한 다음, 미리 준비한 함정에 빠뜨려 모두 살해하였다. 그런 사람이 살인죄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 측에 변변히 내세울만한 주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ii) 양 당사
자의 주장이 상호 간에 완전히 피장파장인 때(balanced, wholly equivalent). 예를 들어
부유한 두 남자가 각기 아름다운 부인을 두고 있는데 어느 날 동시에 각자 상대방을
자기 집에서 나오는 순간에 체포했다. 그리고 각자 상대방을 간통혐의로 기소하는데,
어떤 주장을 내세우든 사실관계가 상호 간에 동일한 공격방어방법을 제공한다. (iii) 양
당사자 주장이 상호 간 가역적인 경우(reversible).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자부로 차
용해 준 돈의 반환을 구하는데, 상대 측은 이자 없는 임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의회에서 모든 차용금채무를 무효화하는 법률을 제정하자 이자부 금전대여를 주장한
사람이 무이자금전임치계약이었다고 주장하고 무이자금전임치계약을 주장했던 사람은
이자부 금전소비대차였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양 당사자가 어떤 증거를 제시하든 각
증거는 상호 간에 동일한 증거들로서 어느 일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자료로서도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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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쟁점이론에 관한 국내 논의
1. 국내 쟁점이론의 소개 현황
이상에서 살펴본 고대 수사학 문헌들은 국내에 번역소개된 것이 극히 드물고48),

48)

이 없다. 왜냐하면 어느 쪽이든 각자의 주장 자체에 있어 신의칙을 위반(foul)하기 때
문이다. (iv) 해결불능(inconclusive, insoluble)으로 해법이나 결론을 얻을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알렉산더가 꿈에서 경고를 받았는데 꿈을 믿지 말라는 것이다. 그 충고를
받아들여 꿈을 믿지 않기로 하면 결국 꿈을 믿게 되는 것이고, 꿈을 믿게 되면 꿈을
믿지 말라고 한 꿈의 계시와 모순된다. 어느 쪽이든 모순되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해
법이 있을 수 없다. (v) 주장 자체로 너무도 터무니없어 전혀 그럼직하지 않음(incredible,
implausible).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가 창녀촌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 (vi) 주장이 절
대로 불가능하고 있을 수 없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때(impossible). 예를 들어 ‘아폴로
신이 거짓말을 하였다’고 누가 주장할 때. (vii) 주장의 내용이 매우 나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despicable, disreputable).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그의 아내를 창녀로
고용해서는, 그녀에게 요금을 내지 않은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다.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추문(scandal)을 내용으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소송상 받아들여질 수 없다.
(viii) 정황상 불가한 경우(deficient, uncircumstantial).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그의 아들
에게 아무 이유도 없이 상속권을 전혀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것(누가 자기 자식에게
아무 이유도 없이 상속을 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보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에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 Hermogenes, On Issues, trans. Malcolm Heath,
Clarendon Press, 1995, 30-31면.
필자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키케로의 De Partitione Oratoria가 안재원, 수사학 – 말하
기의 규칙과 체계, 양태종, 생각의 수사학으로 번역․소개되어 있다. 앞의 번역본에
관해서는 번역상 오류 등의 문제점을 상세하게 지적한 글로 최병조, “법과 문학 사이
에서 – 키케로 <수사학> 국역본에 대한 촌평: 법정연설 부분을 예증 삼아 –”, 서울대학교
法學, 제49권 제4호, 2008(①)이 있다. 여기서 안재원, “키케로(Cicero, 기원 전 106년
∼43년)의 쟁점 구성 이론(status)에 대하여: 쿠리우스 소송(causa curiana)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法學, 제51권 제2호, 2010(②)와 최병조, “연술론 쟁점구성론의 효용 – 안재
원의 소견에 대한 촌평”, 서양고전학연구, 제41권, 2010(③)이 각각 발표되었다. 그러나
위 세 논문들은 쟁점이론 자체의 상세한 소개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첫 번째 논문(①)은 주로 번역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인데, 고전수사학에서 제시된
전문적인 용어들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것이 참으로 너무도 쉽지 않은 과제이어서
번역상 문제를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도 대안으로 제시된 것에
대해서도 또한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는 쉽게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느낄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여겨진다(수사학 전문용어들의 번역문제에 관한 한 필자의 이 글도
하나의 시도일 뿐 결코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두 번째 논문(②)은
첫 번째 논문이 지적한 문제점들과는 논점의 차원을 달리 하고 있다고 보인다. 두 번째
논문은 쟁점이론을 중심에 놓고 첫 번째 논문의 일부에서 쟁점이론에 관한 논지를 추출
하여 대립각을 세워보려는 취지로 기술되었다는 인상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나 세 번째
논문(③)에서의 반론에서 드러나듯, 첫 번째 논문에서나 어느 글에서든 연술론이나 쟁점
이론에 관해서는 본격적인 입장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두 번째 논문에서 제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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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쟁점이론의 경우는 정확하고 상세한 내용 소개나 검토가
부족한 실정인데, 그나마 형법상 범죄심사도식과의 외견상 차이점 내지 유사점이
비교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쟁점이론의 내용을 비교적 소상하게 국내에 처음
소개한 것은 최병조, “고대연술론과 범죄개념징표의 분석”, 유기천박사 고희기념
논문집(1988)49) 으로 보인다. 이 글은 고전수사학의 개요 내지 쟁점이론의 체계를

소개하면서 각 쟁점들의 기술적 명칭과 그에 해당하는 사례를 키케로, 퀸틸리아누
스의 문헌에서 찾아 소개하고 있는데, 주로 현대 형법학에서의 범죄체계론과 대비
하여 연술론50)의 의의를 찾고 있다.51)

49)
50)
51)

논점들은, 그 의의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지나치게 앞서간 것일 수밖에 없는 것
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두 번째 논문은 몇 가지 중요한 논점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이
는데, 현대 형법학의 시각에서 고전시기의 쟁점이론을 이해하려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는 기본적인 논지에 대해서는 필자도 공감하는 입장이고, 이에 대해서는 본문을 참조.
한편, 우리의 현재 여건을 돌아볼 때 키케로나 퀸틸리아누스는 물론, 고전수사학의 수
많은 성과들이 아직도 번역되지 않은 채 있어 번역 자체가 크나큰 과제로 남아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쟁점이론이나 그밖에 많은 주제들이 여전히 논쟁거리로 잠재해
있는 것도 분명한데 우리에게는 어느 하나도 제대로 수행할 여건이나 역량이 부족하
면서도 역량을 결집할 기회나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여서 안타깝게 여겨진다.
이 글은 최병조, 로마法硏究( I ), 서울대출판부, 1995에도 실려 있다.
‘연술론’이라는 역어는 수사학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위 글에서는 쟁점이론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병조, “고대연술론과 범죄개념징표의 분석”, 로마법연구(Ⅰ), 서울대출판부, 1995, 230면.
“… 刑事訴訟에서의 변호를 모델로 하여 분석해 낸 演述論의 체계가 근대적 형법이론의
성과와 많은 점에서 유사하다는 사실은 실로 주목할 만한 것이다. (De)finitio(定義)의
쟁점이란 예시된 사례들로부터 분명해지듯이 構成要件該當性(Tatbestandsmassigkeit)의
문제에 다름 아니며, ‘feci, sed’로 요약되는 변호의 관점(qualitas)이란 違法性(Rechtswirdrigkeit)
과 責任(Schuld)의 否認을 꾀하려는 각종의 正當化事由(違法性 및 責任阻却事由)의
주장인 것이다. Qualitas absoluta의 대표적인 예가 正當防衛와 正當行爲인 것도 현재
의 체계와 부합하는 바이다(형법 제20조, 제21조 참조). Relatio(返報)의 경우는 오늘날
의 입법례에 의하면 책임조각만이 가능하다. Comparatio(比較)에서는 주로 上位의 利
益에 의한 정당화가 문제로서 가령 형법 제310조의 違法性阻却事由와 같은 것이다.
Remotio(轉嫁)는 强要된 행위(형법 제12조)와 緊急避難(형법 제22조)에 상당하는 경우
이고, purgatio(辨白)는 事實의 錯誤(형법 제15조), 法律의 錯誤(형법 제16조), 故意․過
失 등과 관련된 문제이다. Deprecatio(求赦)는 刑의 量定(형법 제51조)에서 문제될 사
항이다 … 古代演述論이 현대의 犯罪論과 마찬가지로 論據를 들어 해결해야 될 문제
점들을 체계적으로 취급함으로써 형사사건을 분석하는 방법론을 미흡한 형태로나마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출간된 김성룡의 법수사학, 준커뮤니케이션즈북스,
2012, 309-310면은 헤르마고라스의 쟁점이론을 소개하면서 ‘정의(Definition)’의 쟁점을
“구성요건에 관한 정의, 피고인은 정확하게 무엇을 하였는가? 예를 들면 고살, 모살”
이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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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이론에 대한 기존의 이해에 대한 비판
(1) 범죄체계론 내지 범죄심사도식과의 유사성?
쟁점이론에서 제시되는 개개의 쟁점들이 법적 쟁점으로서 현대에도 유사한 쟁점이
재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현대의 범죄체계론과 일견 유사
하게 보이는 면이 있다. 그러나 만약 쟁점이론을 형법상의 범죄체계 내지 심사도
식의 형성․발전 과정에서 위치 짓거나 또는 현대의 범죄체계론 내지 심사도식 정도와
같은 차원에서 비교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된다.
첫째 고전시대에서부터 쟁점이론은 법정변론에 관한 이론이므로 형사재판뿐
아니라 민사재판52)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수사학자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쟁점이론이 법정변론뿐 아니라 세부항목은 차이가 있지만 정책연설
이나 기념연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왔다.53)
다음으로 정의단계의 쟁점을 구성요건해당성의 문제와 같은 것으로, 변호의 관점을
각종의 정당화 사유의 주장으로 동일화하여 이해하려 한다면, 그것은 오류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해방식은 최병조, “古代演述論과 犯罪槪念徵表論”, 로마법
연구( I ), 서울대출판부, 1995, 230면에 소개되어 있는데, 이것을 위 글 저자의 입장

으로도 볼 수 있지만54) 더 근원적으로는 아마도 위 글에 인용된 Franz Horak의
견해55)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인다. Horak의 견해는 Antonie Braet에 의해 다시 소
52)

53)

54)

55)

키케로의 De Oratore, 1.180과 퀸틸리아누스, Institione Oratoria, 7.6에는 문언과 의도의
쟁점이 핵심이었던 Curius 재판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사 사건이었다. 이 재판
및 이에 관한 해석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Jan
Willem Tellegen, “The reliability of Quintilian for Roman Law: On the Causa Curiana”,
Quintilian and the Law – The Art of Persuasion in Law and Politics, edited by Olga
Tellegen-Couperus, Leuven University Press, 2003 참조.
퀸틸리아누스, Institione Oratorae, 3.6.1. Maarten Henket, “Status and Loci for the modern
judge”, Quintilian and the Law – The Art of Persuasion in Law and Politics, edited by
Olga Tellegen – Couperus, Leuven University Press, 2003, 185면에서는 쟁점이론이 주로
형사재판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지만 그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이유는 없다고
하면서 네덜란드 민법에서의 불법행위 사건에서 쟁점이론을 적용하는 예를 제시하고
있다.
최병조, “연술론 쟁점구성론의 효용 – 안재원의 소견에 대한 촌평”, 서양고전학연구,
제41권, 2010, 212면과 228면은 최병조, “법과 문학 사이에서 – 키케로 <수사학> 국역본
에 대한 촌평: 법정연설 부분을 예증 삼아 – ”, 서울대학교 法學, 제49권 제4호, 2008의
글이 연술론이나 쟁점이론 자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고, 또 “status 이론의
맥락에서 (de)finitio는 행위를 현실적 또는 가상적 규범에 조회하는 판단의 차원에서
문제되는 것”이라 기술하고 있다.
Franz Horak, “Die rhetorische Statuslehre und der moderne Aufgabe des Verbrech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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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되고 지지를 얻고 있다.56) A. Braet에 의하면, 헤르마고라스의 쟁점이론은 고전
시대에 변론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유용한 변론설계도구로 개발되었지만, 법관이나
배심원에게도 유용한 도구일 수 있다는 것이다. Braet은 이러한 점에 대해 착안한
것은 E. Meyer가 처음이고57), 이 견해를 Franz Horak이 다시 체계적으로 전개하였
는데, Horak에 의하면 구성요건 — 위법성 — 책임으로 구성되는 Franz von Liszt와
Ernst Beling의 범죄심사도식은 대략 정의 — 질(단, purgatio, deprecatio는 제외) —
deprecatio의 쟁점에 병행하고(purgatio는 체계 밖에 위치), 이러한 점에서 두 이론
사이의 기능적 유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리스트, 벨링이
구성요건이론은 쟁점이론의 관념을 재창안(reinvent)한 것이라 말해도 틀리지 않다는
것이다.58) 또한 Braet은 네델란드 형사소송법 제348조 내지 제350조에 기술된 법관의
순차적 판단사항들도 쟁점이론에서 말하는 각 쟁점의 검토와 유사하다는 것이다.59)
그러나 쟁점이론에서 추정의 쟁점은 소송에서 사실관계의 존재 여부 자체가 쌍
방의 다툼의 중심에 놓인 문제가 되고, 따라서 동기 등과 같은 여러 소재를 발굴,
활용하여 주로 개연성의 논점에서 주장 내지 판단의 논거를 제시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구성요건해당성의 문제는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을 전제로 그에 대한 법적
포섭이 문제되는 것이다. 전자가 소송법상 사실인정의 문제라면 후자는 실체법의
적용문제인 것이다.60) 또 정의의 쟁점은 사건 내지 행위에 대한 명명(naming)의

56)
57)
58)
59)
60)

-begriffs”, Franz Horak und W. Waldstein (Hrsg), Festgabe für Arnold Herdlitczka
(München/Salzburg, 1972).
Antonie Braet, “The Classical Doctrine of Status and the Rhetorical Theory of Argumentation”,
Classical and Rhetoric, Vol. 20, No. 2, 1987.
Ernst Meyer, “Die Quaestionen der Rhetorik und die Anfänge juristischer Methodenlehre”,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ür Rechtsgeschichte, Roman. Abt. 68, 1951.
Braet, 위의 글, 86면.
Braet, 위의 글, 86-87면.
구성요건해당성은 “어떤 행위(범죄구성요건사실)가 법적 구성요건의 범죄정형적 기술에
일치하는 것”(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10, 103면), 또는 “구체적인 어떤 행위가
하나의 구성요건을 실현하여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라는 부정적 평가를 받게 된
상태”(김일수, 형법총론강의, 두성사, 1994, 88면), “금지규범 또는 명령규범위반행위의
표지를 주관적 객관적 면에서 실현시킨 규범위반”(183면)을 말한다. 최병조, “古代演
述論과 犯罪槪念徵表論”, 로마법연구( I ), 서울대출판부, 220-221면에서는 “한편으로는
법률을 기준으로 한 행위의 확정이, 다른 한편으로는 행위를 지향한 법률의 해석이
문제될 수밖에 없다. 법률이 확정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행위의 판정이 문제되는 과제는
연술의 논증을 추구하므로 논증류(genus rationale)로서 다루어지며, 행위가 확정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법률의 해석이 문제되는 후자의 과제는 법률해석류에서 취급된다.”고
하여 사실문제와 법률해석문제를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추정의 쟁점은 어떤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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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이지만 구성요건해당성의 문제는 개별 범죄구성요건과 구성요건적 사실의 일치에
관한 문제이다(이에 관해서는 뒤에서 상세히 설명). 또 쟁점이론에서 질(Quality)의
쟁점은 어떤 행위가 사실로 인정된 것을 전제로 그 행위를 정당화하는 차원에서
논의되므로 일견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와 유사한 면이 있지만, ‘질(Quality)’의
쟁점은 현대 범죄심사도식에서 말하는 위법성조각사유와 내포에서 동일하지 않다.
간단한 예로, 질의 쟁점에는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의 자비의 호소(Plea for Mercy)
에서부터 책임전가나 행위 자체를 절대적으로 정당화하는 데까지 상당한 세부쟁점
들이 있다.61) 앞의 Horak이나 Braet의 설명에 의하더라도 질의 쟁점이 위법성 내지
책임조각사유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 수 있다. 결국 쟁점이론은 현대
형법학에서의 심사체계 내지 구성요건해당성이나 위법성 내지 책임조각사유의
주장과 동일한 차원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닌 것이다.
Horak이나 Braet의 견해는 자칫 고전시대의 법정변론의 기술로서 체계화된 쟁점
이론을 실정법 특히 실체법체계와 비교하여 후자의 발달사적 우위 내지 전자를
후자의 맹아 정도로 위치 지을 수 있겠다는 인상을 남길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도
온당하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쟁점이론을 현대의 형법상 심사도식체계와 단순 비교
하여 법발전에서의 원시적인 모습 정도로 평가하는 것은 쟁점이론의 의의와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전자는 변론의 기술과 방법차원의
문제라면 후자는 범죄에 관한 기성법률의 해석문제이다. 변론에서는 실정법이나
해석문제를 이용해서 유리한 방향으로 원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변론의 여지나
범위를 그에 국한되지 않는 것 역시 변론의 큰 특성이다. 쟁점이론은 그 기원에서
부터 법정변론을 경험적으로 관찰․분석하여 당사자 간에 계속 반복적으로 재연되는
쟁점들을 찾아 체계화한 것으로, 이러한 쟁점들에는 어떤 면에서는 보편성이 있는
반면 어떤 면에서는 시대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그대로 원용되기 어려운 면도 있다.
결국 쟁점이론은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의의와 가치를 가지는 것이고 따라서 그
활용도는 그러한 면에서 찾아져야 하는 것이지 현대의 특정 국가에서의 형사실체법

61)

과연 존재하는가 하는 것을 둘러싼 다툼이므로 전자에 속한 것이라면 구성요건해당성의
문제는 행위가 확정된 것을 전제로 그 행위가 법률이 기술한 요건에 해당된다는 판단,
즉 법률의 해석과 포섭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정에서 구성요건해당성의 문제가
쟁점으로 된다면 그것은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쟁점이론에서 질(Quality)의 세부항목으로 다루어지는 내용들과 현대의 형사변론에서
정당화사유 내지 책임조각사유로서 국내외에서 인정되는 것 사이의 유사상과 차이점에
대한 상세한 검토는 다음의 연구과제로 미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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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범죄심사도식과의 일치 정도에서 찾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다.
또한 쟁점이론을 범죄심사도식과 단순비교하는 발상은 근본적으로는 현대의
형사법에서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 등으로 구성되는 범죄심사도식 내지 범죄
체계론을 범죄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일종의 궁극적으로 완성된 이론으로 과대평가
하는 사고방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이해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한편으로는 지극히 편협한 이해방식이라 생각된다. 범죄
심사체계를 범죄성립 여부의 판정을 위해 필요한 요건들의 순차적 목록으로 이해
하지(우리의 형법교과서를 보면, 범죄체계론은 선험적인 것으로 제시되어 있을 뿐
그 가치나 역할에 대해 반성적․평가적으로 기술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62)
소송상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쟁점들의 목록이라는 차원에서 설명하는 견해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범죄심사체계론의 근본적인 문제 내지 한계는 지나치게 선
험적이라는 점이다. 세상의 어느 범죄인도 머릿속에 심사체계를 염두에 두고 순서
대로 범죄행위를 저지르지는 않는다. 범죄 자체는 이론 이전의 것이다. 심사도식은
범죄를 관념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도구일 뿐이다. 우리는 범죄심
사도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형사법 체계도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미국 형사법에 관한 해설서인 Wayne R. Lafave, Principles of Criminal
Law (2nd ed.), West, 2010을 보면, 우리의 범죄심사도식처럼 범죄 자체의 성립
요건에 관한 틀을 정해놓고 순차적으로 사실과 규범의 일치 여부를 따져가는 방식이
아니라 쟁점이론과 유사하게 실체적인 면과 절차적인 면에서 제기될 수 있는 주장
들을 논점으로 하여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한 법체계를 심사도식과
같은 체계화된 형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해서 발달사적 측면에서 그만큼 후진적인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법적 사고의 경제적인 면에서도, 범죄심사도식이 법경제적
인 사고를 가능하게 한다고 하지만, 예컨대 우리에게 익숙한 범죄심사도식에서는
책임조각사유가 명백한 사안임에도 죄책을 판단하려면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을
먼저 검토해야 하지만, 피고인에 무죄를 선고할 수 있음이 명백하다면 먼저 그 사유를
먼저 쟁점으로 검토해서 사건을 절차에서 배제시킬 수 있다면 그 방법이 더 경제적

62)

김성돈, 사례연구 형법총론(제2판), 대왕사, 1998, 69면 이하에서 범죄체계론의 실천적
의의, 판단의 합리성, 사고의 경제성, 범죄성립배제요건의 체계화, 창조적 법발견,
범죄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목적 등을 언급한 것, 배종대, 형법총론(제8전정판), 홍문사,
150-156면에서 범죄체계론의 성격과 한계를 지적하면서 심사체계론의 당위성을 부인
하고 경쟁적인 심사도식체계 사이의 상대성을 지적한 것이 그나마 예외적인 정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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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않을까?63)
사회현상으로서의 범죄 자체가 하나의 실체로서 주어의 지위에 있는 것인데, 범죄
도식은 선험적으로 범죄의 원형을 제시해 두고 그에 실제의 사건사태가 일치하는지
여부로 범죄성립여부를 판단하려고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심사도식은 일응
모든 범죄가 심사도식에서 예정한 양태로 존재하고 또 분석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
하게 하며, 또 시야를 범죄의 성립에 관한 분석 자체에 국한시킨다는 점에서 법정
에서의 변론의 근거와 여지를 상당부분 제약하게 될 위험성이 크다. 필자의 생각
으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심사도식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온 결과 법정변론이
심사도식에 종속되게, 실정법의 해석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고 위축된 현상을 초래
하였다고 생각되고, 이러한 점에서도 심사도식은 변론을 준비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부지불식간에 변론에 한계를 설정하게 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
된다. 법이나 법이론이 사회현상의 변화와 생성의 문제에 무관심하여 애초부터 이론
지상주의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은 옳지 못하다. 심사도식론도 지나치게 이론지향
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면 이론으로서도 정체되고 말지만 쟁점이론은 처음부터 현
실의 문제들과 이에 대한 상이한 시각의 충돌을 변론에 담아내는 방법론적 도구였던
것이다.
(2) 정의(Definition)의 쟁점에 관한 이해문제
쟁점이론을 소개하는 국내문헌들 가운데 찾아볼 수 있는 공통된 하나의 오류는
사실에 관한 쟁점의 하나인 정의(Definition)의 쟁점에 대한 이해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의의 쟁점을 범죄심사도식에서의 구성요건해당성 문제와 같은 차원으로
환원해서 비교하는 견해가 있는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63)

우리의 범죄심사도식에서는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심사와 책임조각사유에 대한 심사
는 심사대상이 되는 세부항목이 명백히 구분되고 심사순서에도 우선순위가 있지만,
영미에서는 정당화사유(Justification)나 책임면제사유(Excuse)는, 일부 우리와 같이 이해
할 것을 주장하는 논자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여전히 양자를 구별하지 않고 전자
가 후자보다 우선적인 문제라는 인식도 거부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D. Husak, The
Philosophy of Criminal law-Selected Essays, Oxford, 2010, 287면 이하 및 Joshua Dressler,
“Reflection on Dudley and Stephens and killing the innocent: taking a wrong conceptual
path”, The Sanctity of Life and the Criminal Law, ed. Dennis J. Baker and Jeremy
Horder,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참조. Wayne R. Lafave, Criminal Law (Fifth
Edition), West, 2010, 472-473면에서는 보통법계에서 양자를 구분하지 않는 법조실무
관행이 형성된 배경에 대해 설명하면서 적어도 학술적으로는 양자를 구분하는 것은
의미있는 것이라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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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정의의 쟁점에서 말하는 ‘정의(definition)’란,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명쾌하게,
그리고 간략하게 표현한 것이다.64) 정의의 쟁점은 사실문제에 속하는 쟁점의 하나
로서 어떤 행위나 사건에 관하여 양측에서 명명하는 점에 있어 나타나는 차이이자
다툼이다.65) 그런데 행위에 대한 정의란 실재(reality)를 의도적으로 조직하기 위해
언어를 인위적으로 사용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66) 이러한 정의에는 개별적인
소소한 사실들을 의도적으로 포함시키거나 배제하고 이를 표현하는 언어도 의도적
으로 선별하는 전략이 내포되어 있다.67) 정의의 쟁점에서도 정의를 위해 동원하는
64)
65)

66)

67)

Institutio Oratoria, 7.3.3. “A Definition, then, is an accurate, lucid, and brief verbal
expression of a fact.”
우리의 역사에서 예를 찾아보면, 1979년 10월 26일에 당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대통령 박정희를 권총으로 쏘아 시해하였는데, 김재규 부장이 과연 그런 행위를 하였
는가, 즉 추정의 쟁점에서는 다툼이 없었지만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수사결과를 발표
하면서 이 사건은 ‘과대망상증에 사로잡힌 자의 허욕이 빚은 내란 목적의 살인사건’
이라고 하였고, 이에 대해 김재규는 법정에서 ‘이 사건은 민주회복을 위한 혁명이다.’
라고 하였다. 여기에 “국부를 시해한 패륜”이라는 평가도 일반적으로 존재하였다.
여기서 구성요건해당성이 쟁점이 아니라 그 행위를 무엇이라 불러야 하는가 하는 점
에서 양측에 차이가 생겼다. 이것이 정의의 쟁점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 생각된다.
이 사건을 ‘과대망상증환자의 허욕이 빚은 사건’ 또는 ‘패륜범죄’로 부를 것인가 아니면
‘혁명’으로 부를 것인가는 형법상 내란목적살인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해석문제와 관
련이 없고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또 최근에는 수면유도제인 프로포폴(propofol)
을 남용한 혐의로 여자 연예인들이 조사받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들 중 일부는 ‘연예
인으로서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 피부 미용 시술과 함께 맞은 것이지 의도적으로
남용한 것은 아니다.’ 또는 ‘카복시(지방성형 주사제) 중독일 수는 있어도 프로포폴
중독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는데, 간단히 말해 ‘성형중독일 수는 있어도 프로
포폴 남용은 아니라’는 것이다(2013. 2. 13.자 조선일보 참조). 이것도 정의의 문제가
쟁점이 된 예로 볼 수 있다.
Maarten Henket, “Status and Loci for the modern judge”, Quintilian and the Law,
175면. 따라서 변론을 준비하는 사람은 자신의 사건에 중립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
니라 언어를 선별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건에 자신의 시각에서 본 색깔을 입힐 수
있어야 한다. Thomas A. Mauet, Trial Techniques (8th edition), Aspen Publisher, 2010,
63면에서는 당사자, 사건의 사실관계, 기타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 재판에서 사용할
언어를 선별하는 작업을 ‘label’이라 하고, 이 ‘label’이 태도와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
구가 된다고 설명하며, 그런 차원에서 동일한 대상이라도 쌍방이 의도적으로 각자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예시하고 있다.
쟁점이론을 소개하는 고전작품들 중에서 ‘정의’ 쟁점의 예로서 제시되는 대표적인 것이
성전모독(sacrilege) 사건이다. 어떤 사람이 사원에서 사유물(private money)을 훔쳤는데
사원모독범으로 기소되자 자신의 행위는 절도라 주장하는 경우이다. 이 사례는 행위의
존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그 행위를 절도라 불러야 하는가 사원모독이라 불러야
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되므로 일응 정의의 쟁점이 오늘날 구성요건해당성과 동일한
차원의 문제로 비쳐지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구성요건해당성의 문제라면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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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자체의 개념을 둘러싸고 공방이 생길 수 있다.68) 그러나 그 경우의 공방은
그 사건에 적용되는 개별적인 법조항에서의 단어의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와 구별
되는데, 후자의 경우는 법문제의 쟁점으로서 문언과 의도, 모호성, 법률의 충돌,
유비추론 중의 하나에 속하게 된다.69)

68)

69)

쟁점이 되기 어렵다. 어떤 법규정에서 어떤 행위를 사원모독 또는 절도라 규정해
두었으면, 어떤 행위를 그중 무엇으로 불러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별도로 법해석의
문제로서 쟁점이 되지 않는 한에는 사원모독이든 절도든 둘 중의 하나는 잘못된 주장
이 될 수밖에 없다. 반면 사실의 쟁점의 하나로서 정의라는 것은 전체적인 사실관계
중에서 어떤 사실을 배제하고 어떤 사실을 부각시키는 선택에서 차이를 의도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위 사례에서는 사원모독이라 주장하는 사람은 ‘사원’에서 훔쳤다는
사실을 부각시키는 것이고 절도라 주장하는 사람은 ‘사유물’을 훔쳤다는 사실을 부각
시키는 것이다. 즉 전자는 무엇을 훔쳤던 사원에서 훔쳤으므로 사원모독이라 부르자
는 것이고, 후자는 그 사실보다 사유물을 훔쳤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즉 양 주장
모두 전체적인 사실관계에서 유리한 일부를 앞세우고 불리한 일부를 배제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며 따라서 두 주장 모두 주장 자체로서 정당하게 성립할 수 있는 것이
다. 퀸틸리아누스는 위 사례를 소개하면서 “어떤 효과를 얻으려 하는지 먼저 의중을
정해야 그 목적에 맞게 올바른 단어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A correct Definition will
be assured if we first decide in our own mind what we want to effect; it will be
possible to suit the wording to our purpose.).”고 하였다. Institutio Oratoria, 7.3.21. 한편
De Inventione, I, 10.11에서는 위와 동일하지만 정반대인 사례(신성한 물건을 개인 주택
에서 훔친 경우, 그것을 절도로 불러야 하는가 신전모독으로 불러야 하는가?)를 이용해
서 정의의 쟁점을 설명한다. 또 정의와 관련해서 당사자 사이에 이견이 발생하는 이유
에 관해서도 하나의 행위라도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에 서로 다르게 보이기 때문이
며, 그 결과 사람들이 그 행위를 서로 다른 말로 묘사하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
퀸틸리아누스는 정의쟁점에서의 공방은 먼저 ‘이 사건은 이것’이라 말하는 차원, 다음
으로 ‘이 사건은 당신이 정의한 그런 것은 아니다.’는 두 가지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
이라 하였다. Institutio Oratoria, 7.3.20. 어느 단계이든 정의를 제시한 쪽에서 사용한
단어에 대해 상대 측에서 그 단어의 의미를 둘러싸고 공격하게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철학자가 참주에게 참주 지위에서 물러나는 대신에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어떤가 하
고 권유하였다. 그래서 참주가 “나는 참주정에 종지부를 찍겠다. 그러니 내게 상응한
보답이 있어야 한다.”고 제시(presentation)하였는데, 이에 대해 “그렇게 하는 것은 참
주정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참주정에 종지부를 찍는다는 것은
참주를 살해하는 것이다.”고 누가 반박한다면, 이것은 ‘참주정에 종지부를 찍는다.’는
말의 의미를 정의의 차원에서 반박하는 것이다. Hermogenes, On Issues : strategies of
argument in later Greek rhetoric, trans. Malcolm Heath, Clarendon Press, 1995, 43-44면.
G. Kennedy, A new history of Classical Rhetoric,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99면에서도 법의 적용문제는 정의의 쟁점이 아니라 법(해석)의 문제에 속한다고 설명
한다. Institutio Oratoria, 7.3.7에서는 자살도 살인인가, 참주로 하여금 스스로 죽게
내몬 것이 참주살해인가 하는 경우를 예로 들고, 이런 경우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지만 그것을 살인 또는 참주살해로 불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는 것이며, 이런 경우가 법적 쟁점에서 검토되는 정의문제라 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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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사건을 정의하는 전략은 배심원들에게 많은 사실들의 덩어리로서 사건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하나의 이해하기 쉬운 시각에서 바라보도록 유도하는
것이다.70) 하나의 사건을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소소한 사실관계들로 환원하는
것은 무용한 것이며 하나의 설득력 있는 이야기로 조직하여 제시해야 한다. 여기에
사건의 정의를 구성하게 되는 주제(theme)와 사건 등장인물(character)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소소한 사실들에 질서 있게 위치를 지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야기 전체의 주제(theme)인 것이다.71)

70)

구성요건해당성의 문제를 굳이 쟁점이론으로 환원해서 어디에 위치지운다면 사실문제에
속하는 정의의 쟁점이 아니라 법의 문제에 속하는 정의의 쟁점에 속한다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나마 쟁점이론의 체계에서도 법의 문제 중에 정의의 쟁점을 세부쟁점으로
인정하지는 않는 것이 보통이다. Rhetorica ad Herennium, I, 21에 소개된 카피오의
사례, De Oratore, II, 25.107에 소개된 Norbanus의 사례는 법문제로서 정의의 쟁점이
성립한 경우인데,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법의 문제에 세부쟁점으로 정의의 쟁점을
위치시킨 것은 아마도 이들 작품이 유일한 듯하다.
법정변론의 형식적 구성 중에서 서두 부분의 변론을 구성할 때는 서두의 역할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서두부분에서는 청중, 즉 배심원들에게 앞으로 어떤 사건을 재판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쉽도록 일러주어야 한다는 것이 그 하나이다. 그 결과 서두부분에서
사건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게 되는데, 변론하는 사람이 선의(goodwill)에 입각하여
배심원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곧 수사학, 즉 법정변론의 기술 중
하나인 것이다. 잘 알려진 문학작품들에 실린 법정변론들에서 간단히 몇 가지 사례를
들자면, 소설 “앵무새 죽이기”에서 애티커스 변호사는 ‘이 사건은 아무런 증거 없이
피고인을 살인죄로 기소한 사건이다.’(Harper Lee, To Kill A Mockingbird, General
Central Publishing 1982, 271-275면. 살인죄라는 중대범죄로 기소하려면 그만큼 증거도
확실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대조시키면서 기소인을 비난하는 변론은 고대
안티폰 이래 법정변론의 서두부분에서 즐겨 사용하는 관용표현이기도 하다.)라고 변론
하였고, 영화 “25시”에서는 타고난 유전적 특성 때문에 나치의 인종선전에 동원되었
다가 나치 패망 후 전범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 요한 모리츠가 법정에서 “나는 영문도
모르고 8년간 끌려 다녔다.”고 말하자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말이 이 사건을 가장 잘
정의한 것이라 변론한다(C. V. Gheorghiu, The 25 th Hour). 드라마 ‘Rome, season 1’
(HBO, 2005)에서는 마이우스 리기디우스가 폴로에 의해 피살당한 아우피디우스 덴토를
위해 기소연설을 하면서 “선량한 사람이 마구 칼질을 당하여 백주 대낮에 한길에서
참살당했습니다.”라고 변론한다(Episode 11, The Spoils). 또 영화 “영광의 길”(Stanley
Kubric, Path of Glory, 1957)에서는 독일군이 차지하고 있는 고지를 점령하라는 무모
한 공격명령이 많은 희생자만 내고 대실패로 돌아가자 그 실패의 원인을 병사들에
‘적군을 직시할 용기’가 부족한 탓이라 돌리고 세 명의 군인을 무작위로 골라내 군사
재판을 통해 사형에 처하는데, 그 재판에서 검사가 ‘어제의 전투는 프랑스의 국기를
더럽히고 프랑스인의 명예를 실추한 사건’이라고 주장하자 변호인이 “증거 없이 재판
하고 변호인의 변호를 허락하지 않는 바로 이 재판이 프랑스의 국기를 더럽히고 프랑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고 반박한다(상대방이 제시한 정의를 역이용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예들이 모두 정의를 활용한 변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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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한 사건을 정의한다(define)’고 하는 것은,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색채를 포착하여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어떤 사건이든지, 언제나 객관적이고 절대
적인 유일한 하나의 측면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제각각 바라보고
나름대로 이해하는 것뿐이며, 이러한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이해를 넘어선 사건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정의는 있을 수 있어도, 모든
사람이 동일한 정의를 가지지는 않는다. 사건에 대한 정의가 오로지 하나밖에 있을
수는 없다. 하나의 정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정의가 있을 수 있고, 또 정의 단계에서
쟁점이 형성되려면 당사자 간에 서로 경합하는 정의가 제시되어야 한다. ‘사건을
정의한다’는 것은 사건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것으로, 이것을 통해 비로소 사건은
사람들의 해석을 통해 비로소 생명을 얻고, 하나의 이야기로 탄생하게 된다. 결국 한
사건을 정의하려면 정의하는 사람이 가진 고유한 시각과 이해를 이야기 속에 녹여
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72)
71)

72)

Thomas A. Mauet, Trial Techniques (8th edition), Aspen Publisher, 2010, 62-63면에서는
‘theme’이 필요한 이유를, 재판이 진행되면서 쌓이는 증거와 정보가 복잡해지고 과도
해지기 때문에 법관이나 배심원들은 본능적으로 재판 중인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에
관해 핵심을 추출하고(distill) 요약하는 심리적 지지점(psychological anchors)을 만들어
내게 되는데, 이런 경우 심리적 지지점은 쉽게 기억될 수 있는 몇 마디의 단어나
축약문으로 제시된다는 것이다. ‘theme’은 사람과 사건에 관해 널리 받아들여지는 보
편적인 진실 위에 구축해야 하는데, 고전 문학작품, 성경, 속담 등 일상적인 언술을
구성하는 것들이 모두 사용될 수 있는 것이라 한다.
시범삼아 잘 알려진 ‘청개구리 설화’를 통해 정의의 이러한 면을 한번 드러내 보자.
이 설화는 청개구리의 울음소리를 청개구리의 불효로 설명한 것이다. 대략의 내용은,
옛날에 부모의 말이라면 덮어놓고 반대로만 하던 청개구리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죽
으면서 산에 묻히려고, 자식에게 반대로 냇가에 묻어달라고 하자, 불효를 뉘우친 청개
구리는 유언대로 냇가에 묻었다. 그 청개구리는 그 뒤 비가 올듯하면 무덤이 떠내려
갈 것이 걱정되어 슬프게 운다는 것이다. 그러면 청개구리 설화는 어떤 이야기로 정의
할 수 있는가? 예시로 여러 측면에서 서로 다른 다양한 정의들을 들어보겠다. 첫째의
정의는, 이 사건은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것으로 부모와 자식 사이에 행복을
얻는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왜냐
하면 자식은 부모가 죽어야 비로소 철이 들기 때문이다. 자식은 나이를 얼마나 먹든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철들 생각이 없다. 자식이 철들기를 기다리는 부모는 어리
석은 사람이다. 두 번째의 정의는, 이 사건은 어리석기만 한 자가 부모에 효도하겠다고
나설 때 일어날 수 있는 참상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효도는 효도하겠
다는 마음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으로써 하는 것이다. 효도하겠다
는 의지는 강한데 지혜가 부족한 자는 무엇이 진정으로 부모에게 좋은 것인지를 분별
하지 못하여 효도하지 않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다. 무엇이 부모에게 좋
은지, 부모가 원하는 것인지 분별할 지혜가 없기 때문이다. 세 번째의 정의는, 이 사
건은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이 실패할 때 일어날 불행한 결과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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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 쟁점이론의 활용가능성 내지 방안과 관련하여
이상에서 대표적인 고전수사학 저술을 중심으로 고전수사학에 나타난 쟁점이론을
살펴보았다. 쟁점이론은 법정변론의 준비를 위한 기술적인 이론이므로 법조 실무계
에서의 실제 활용을 떠나서는 의미가 반감되기 마련이다. 쟁점이론이 실용성을 갖
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이론 자체에 대한 소개 내지 정보 부재가 문제였다면, 쟁점
이론은 앞으로는 실제성이 검증될 수 있는 단계로 진입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큰
문제는 현재와 같이 구두변론이 강조되는 공판중심주의시대에도 법조인들 사이에
구두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변론의 기술이 체계화된 수사학 기술에 대한
관심과 필요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눈을 멀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미래의
법조인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가 교수라면 구두변론에 관한 한, 이론적
뒷받침이 부족하였던 과거의 경험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의 교과목에
미국에서와 같이 변론의 기술과 이론을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Advocacy와 같은
교과목을 개설하고 실제 사건을 두고 변론을 준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구두변론의 기술도 연마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재검토
해야 할 것이다. 쟁점이론이 공판중심주의와 구두변론주의를 중심에 두고 법정
하는 것이다. 이것을 원하면 이것을 원한다고 하고, 저것을 원하면 저것을 원한다고
하라. 이것을 원하면서 저것을 원한다고 하지 말라. 진의를 왜곡시켜서 언어를 오염
시키는 행위, 의사소통을 붕괴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듯 하나의 설화를
두고서도 얼마든지 정의를 달리할 수 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서로
다른 정의가 성립해야만 거기에서 각각 서로 다른 이야기가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야기의 소재로 청개구리 설화가 사용된 것은 동일한데, 정의 이전에는 평범한 설화가
하나 있었다면, 정의를 통해 정의하고자 하는 사건에 관한 새로운 이야기들이 탄생하게
되고, 그 이야기의 소재로 청개구리 설화가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객관적인 소재로
서의 청개구리 설화는 정의되기 전에 중심적이고 객관적인 지위에 있었다면 정의된
후에는 주변적이고 주관적인 해석을 완성하는 보충자료로 변모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법정에 검사가 가져오는 사건이나 피고인 쪽이 가져오는 사건(Case)이라는 것은, 그 소재는
같거나 비슷할지 몰라도, 정의된 것으로는 전혀 내용이 다른 별개의 사건(Story)이어야
한다. 별개의 사건으로서 제시되지 않으면 정의의 쟁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정의(Definition)’라는 쟁점은, 검사나 변호인이 어떻게 하나의 사건을 분석
해서 설득력 있는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내느냐 하는, 어떻게 보면 상당한 정도는
창의적 시각과 해석에 의한 사건의 재구성이라는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장차 소송의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관건이 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정의가 구성요건해당성과 같은 차원에서 비교할 수 없는 성질의 것임은 분명한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법정변론기술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나 수행능력에 있어서나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바로 정의의 쟁점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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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을 개혁하고자 하는 우리의 소송실무에서 앞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는 이러한 교육과 훈련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실무의 경험과 융합
되어 계속 이어질 수 있는가 하는 점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생각된다.

투고일 2013. 7. 21

심사완료일 2013. 8. 27

게재확정일 2013. 8. 30

쟁점이론과 구두변론 / 河在洪

641

참고문헌
강상진,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편> 연구 — 구성과 문제 —”, 철학사상, 제10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0.
김성돈, 사례연구 형법총론, 제2판, 대왕사, 1998.
김성룡, 법수사학, 준커뮤니케이션즈북스, 2012.
김일수, 형법총론강의, 두성사, 1994.
김진성, “범주들해설”, 범주들․명제에 관하여, 이제이북스, 2005.
W. D. 로스, 아리스토텔레스 — 그의 저술과 사상에 관한 총설(김진성 역), 누멘,
2012.
배종대, 형법총론, 제8전정판, 홍문사, 2005.
안재원, “키케로의 쟁점 구성 이론에 대하여: 쿠리우스 소송(causa curiana)을 중심
으로”, 서울대학교 法學, 제51권 제2호, 2010.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10.
이태수, “아리스토텔레스의 토피카와 그 전승”, 서양고전학연구(한국서양고전학회),
2003.
최병조, “고대연술론과 범죄개념징표의 분석”, 로마法硏究( I ) — 法學의 源流를 찾
아서, 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최병조, “연술론 쟁점구성론의 효용 — 안재원의 소견에 대한 촌평”, 서양고전학연구,
제41권, 2010.
최병조, “법과 문학 사이에서 — 키케로 <수사학> 국역본에 대한 촌평: 법정연설
부분을 예증 삼아 —”, 서울대학교 法學, 제49권 제4호, 2008.
키케로, 수사학 — 말하기의 규칙과 체계(안재원 역), 도서출판 길, 2007.
티모시 보셔스, 수사학이론(이희복 외 역),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Aristotle, Art of Rhetoric (trans. J. H. Freese), Loeb Classic Library 193, 1926.
M. T. Cicero, Rhetorica ad Herennium (trans. Harry Caplan), LCL 403, 1954.
M. T. Cicero, De Inventione, Topica (trans. H. M. Hubbell), LCL 386, 1949.
M. T. Cicero, De Partitione Oratoria (trans. H. Rackham), LCL 349, 1942.
Hermogenes, On Issues: strategies of argument in later Greek rhetoric (trans.
Malcolm Heath), Clarendon Press, 1995.
M. F. Quintilian, Institutio Oratoria, II (3-5), III (6-8) (trans. Donald A. Russell),

642

뺷서울대학교 法學뺸 제54권 제3호 (2013. 9.)

LCL 125, 126, 2001.
Braet, Antonie, “Aristotle’s Almost Unnoticed Contribution to the Doctrine of
Stasis”, Mnemosyne, Vol. 52, No. 4, 1999.
Braet, Antonie, “The Classical Doctrine of Status and the Rhetorical Theory of
Argumentation”, Classical and Rhetoric, Vol. 20, No. 2, 1987.
Cheng, Fei-Wen, “Finding Reasons for ESL/EFL Argumentative Writing”, The
Jounal of Asia TEFL, Vol. 7, No. 1, 2010.
Conley, Thomas M., Rhetoric In The European Tradi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0.
Frost, M. H., Introduction to Classical Legal Rhetoric, Ashgate Publishing Limited,
2005.
Gross, A. G., “Why Hermagoras still matters: The Fourth Stasis and Interdisciplinarity”,
Rhetoric Review, Vol. 23, No. 2. 2004.
Heath, Malcolm, “Stasis-Theory In Homeric Commentary”, Mnemosyne, XLVI, Fasc,
3, 1993.
Henket, Maarten, “Status and Loci for the modern judge”, Quintilian and the Law

— The Art of Persuasion in Law

and

Politics

(edited

by

Olga

Tellegen-Couperus), Leuven University Press, 2003.
Horak, Franz, “Die rhetorische Statuslehre und der moderne Aufgabe des
Verbrechensbegriffs”, Franz Horak und W. Waldstein (Hrsg.), Festgabe für
Arnold Herdlitczka (München/Salzburg, 1972).
Kennedy, G., A new history of Classical Rhetoric,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Lafave, Wayne R., Principles of Criminal Law (2nd ed.), West, 2010.
Marsh, Charles, “The Syllogism of apologia : Rhetorical stasis theory and crisis
communication”, Public Relations Review, 32, 2006.
Mauet, Thomas A., Trial Techniques (8th edition), Aspen Publisher, 2010.
Meyer, Ernst, “Die Quaestionen der Rhetorik und die Anfänge juristischer
Methodenlehre”,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ür

Rechtsgeschichte,

Roman. Abt. 68, 1951.
Murray, M. D. ＆ Desanctis, C. H., Advanced Legal Writing and Oral Advocacy:
Trials, Appeals, and Moot Court, Thomson Reuters/Foundation Press, 2009.

쟁점이론과 구두변론 / 河在洪

643

Nadeau, R, “Classical system of Stases in Greek : Hermagoras to Hermogenes”,
Greek, Roman and Byzantine Studies, Vol. 2, No. 1, 1959.
Re, Edward D. ＆ Re, Joseph R., Brief Writing and Oral Argument (8th edition),
Oceana Publications, INC. 1999.
Rubinelli, Sara, Ars Topica, Springer, 2009.
Tellegen, Jan Willem, “The reliability of Quintilian for Roman Law : On the Causa
Curiana”, Quintilian and the Law — The Art of Persuasion in Law and
Politics (edited by Olga Tellegen-Couperus), Leuven University Press, 2003.
Walker, Jeffrey, The Genuine Art of This Art — Rhetorical Education in Antiquity,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2011.

644

뺷서울대학교 法學뺸 제54권 제3호 (2013. 9.)

<Abstract>

Issue-Theory and Oral Pleadings
Ha, Jai-hong*
73)

Issue-Theory is the core of classical canons of rhetoric as a framework for legal
research and reasoning. Hermagoras of Temnos is a founder of this theory, Aristotle
made some significant contributions in his “Categoria”. Cicero wrote quite details in
his works like “Rhetorica ad Herennium”, “De Inventione”, and Quintilian too,
“Institutio Oratoria”. In this theory, issues are usually divided into four, Conjecture
(whether it is or not), Definition (What it is), Quality (Justification and Excuse, Plea
for Mercy, etc.), and Legal Issue (Letter and Intention, Inference, Ambiguity, Conflicts
of Law, etc.). As a master of this highly practical theory, Cicero and Quintilian
made a great success in legal profession in their times.
However, nowadays this theory seems to have been almost forgotten. This article
aims three targets: 1) to rediscover it’s genuine teachings and show the practicality
to modern lawyers, especially those who supper from the theoretical poverty for oral
pleadings; 2) to review the ‘Strafrechtstheorie (Tatbestand–Rechtwirdigkeit–Schuld)’,
a well-established analysis tool for crime; 3) to seek some possibilities of issue-theory
in order to provide strategical standpoints in oral pleadings.
Keywords: stasis-theory, Hermagoras of Temnos, Cicero, Quintilian, Hermogenes of
Tar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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