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증의 탄생

INQUIRIES
FOR THE CRAFT OF ARGUMENT
《논증의 탄생》 탐구문제

Joseph M. Williams

탐구문제에서는 질문이나 퍼즐, 짤막한 보고서, 해야 할 일이나
토의할 내용 등 다양한 읽을 거리를 제공한다. 모두 논증의
속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논증에
적용해볼 수도 있는 것들이다.
자료에 수록된 탐구문제들은 한 가지 해답으로 결론나는 것은
없다. 따라서 여기 실린 탐구문제는 논증/비판적 사고/글쓰기
수업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유용한 수업자료가 될 것이다.
탐구문제는 교사가 지정해서 나누어줄 수도 있지만, 모든
탐구문제를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각자 선택하도록 해도 좋다.

Gregory G. Colomb

이 자료에 수록된 탐구문제들을 수업과정에서 모두 다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문제의 수준도 다양하다. 논문 수준의
글을 작성해야 할 정도로 복잡한 문제도 있고, 너무 어려워서
호기심을 돋우고 생각을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겨지는 문제도 있다. 다양한 형태의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나
질문을 제시하는 것은,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문제를 골라서
직접 풀어볼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 수록된 탐구문제들을 활용하여 더욱 흥미롭고 시의적절한
토론/글쓰기 주제를 발굴해내기 바란다.

문제가 정해지면 그것에 대해 학생들끼리 토론하도록
유도하라.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생들은 자신의 주장을
세우고 논증을 짜고 글을 써야겠다는 강력한 동기를 느끼게 될
것이다.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잠재적인 독자가 무엇을
궁금해 하는지, 어떤 부분에 동의하지 못하는지 이해할 것이다.
그에 대해 대답하고 반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스스로
깨달을 것이다. 자신의 주장, 이유, 근거에 대해 독자가 어떤
질문을 던질지 예측하는 능력도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경험해본 학생들과 경험해보지 못한 학생들
사이에는 실로 엄청난 격차가 발생한다. 토론을 생략하고
단순히 글쓰기 과제만 내어줄 경우, 학생들은 글을 왜 써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종이만 낭비하는, 형식적이고
의미없는 과정일 뿐이라고 느낄 수도 있다.

탐구문제는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져있다.

REFLECTION

TASK

PROJECT

생각할 거리

토론할 거리

실제 연구에 참여할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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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1세기를 이끄는 힘

논증과 비판적 사고
‘

REFLECTION
1.

합리적인 두 사람이 사실관계에 대해 완전히 동의하는
상황에서, 정반대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가능할까?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을까?

3.

어떤 것을 설명해주기 위해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상대방이
그것을 나의 주장이라고 받아들인 적이 있는가? 그러한
혼란은 어디서 유래한 것일까?

4.

어떤 것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진실을 반드시 알아야 할까?

5.

상대방의 생각을 바꾸고자 하는 논쟁과 행동을 바꾸고자
하는 논쟁 중에 당신은 어떤 논쟁을 더 자주 하는가?
사람들이 상대방의 ‘단순한’ 믿음에 대해 시비를 걸고
논란을 만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어떤 아이디어에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생각이 바뀜으로써 행동이 바뀐 경험이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경험, 가장 최근 경험은 무엇인가?

6.

.

어떤 사람이 오지에서 격리된 채 살아가는 소규모
부족집단을 발견하였다. 그는 이들이 ‘완벽하게 비합리적인’
집단이라고 주장한다. 어떤 집단이 완전하게 비합리적이고
입증하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할까? 또, 완벽하게
비합리적인 사회는 존재할 수 있을까?

2.

합리성은 어떻게 진화해 왔을까? 물론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런 진화가 왜 시작되었는지는 더더욱 알 수 없다. 합리성이
탄생하는 과정을 상상하여 만들어낸 이야기를 읽어보자.

.
이 짧은 이야기는 우리 인류가 ‘폭력을 피하기 위해서’
주장을 내세우고 이를 뒷받침하는 이유를 주고받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논증이 처음 탄생하는 과정을 이와
다르게 상상할 수 있는가? 정확한 사실은 알 수 없는
것이기에 어떤 상상을 해도 좋다. 또한 위 이야기에서
상상한 논증의 ‘기원’은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가?
논증을 전쟁의 이미지에 비유하는 우리의 표현방식이 이
이야기를 더 그럴듯하게 만들어주는가?
7.

추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떤 은유를
사용하는가? 논증을 전쟁에 비유하는 것과 비슷하게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지는 않을까? 다음 예를 보자.
.
.
.
I tried to resist the force of her logic, but it was so
overwhelming that I could not stand up to it. I was
simply compelled to accept her reasoning.

8.

우리는 의견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은유를
사용하는가? (예를 들어 ‘표현하다’라는 의미의 express는
‘밖으로ex 밀어내는press’ 행동에 비유한다.) 이것 역시
잘못된 이미지를 심어주지는 않는가? 여기 서로 다른 은유에
의존하는 한 쌍의 인용절을 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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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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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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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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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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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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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 is important for me to share my ideas in a way that
makes them attractive to readers. I try to dress them
up with good reasons, to show them to best
advantage and hide any weaknesses or rough spots.

.
‘ ?’

.’
‘

,

It is important for me to express my ideas honestly,
so I lay out my thoughts on the page as directly as I
can. When I just let it flow, when I can pour my ideas
out without any interference, I write most sincerely.

.
,

‘
’

‘
.

.

’

’

.
.

‘

’

.
.
‘

’

이처럼 다른 은유를 사용하는 사람이 펼치는 논증은 어떻게
달라질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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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논증을 전쟁이 아닌 다른 것에 비유하여 설명할 수 있을까?
예컨대, 게임, 탐험, 이성관계에 빗대어 묘사해보자.
은유체계가 달라지면 논증이 작동하는 방식도 달라지는가?
이제 새로운 은유를 떠올려보자. 논증을 새로운 은유체계로
묘사할 때, 논증과 논증의 작동방식에 대한 이해도
달라지는가? 논증을 전쟁에 비유하는 전통에는 어떤 장점이
있는가?

‘

TASK
10. 다음 주제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이유를 떠올려보라.
‘

’

’

?

?

?
?
?

?

?

11. 공적인 인물이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았을 때 그것에 대답을
하지 않고 회피하는 상황들을 수집해보자. 자신에게 던져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회피하기 위해 그들은 어떤 행동을
하는가? 가장 일반적인 대처방식은 무엇인가?
12. 논증은 문제를 풀기 위한 것이라고 앞에서 설명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단순히
논쟁을 위한 논쟁을 하는 경우도 있는가? 그런 논쟁에
참여하거나 그런 논쟁을 목격한 적이 있는가? 그런
사례들을 모아보자. 상황에 따라 그러한 논쟁이 적절한
때도 있을까?
13. 자신의 경험에 비춰볼 때, 어른보다 아이들이 그저 즐기기
위해서 논쟁하길 좋아한다고 생각하는가? 여자아이들보다
남자아이들이, 여자보다 남자가, 직장보다 집에서 사람들은
논쟁하는 것을 더 즐긴다고 생각하는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14. 어떤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보고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가? 구체적인 상황을 떠올려보고,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판단했는지 이야기해보자.
15. 완벽하게 합리적인 것이 언제나 합리적인 것일까? 그렇지
않다면, 합리적이지 않은 것이 더 낫다고 여겨지는 때도
있는가? 그런 예를 각자 나열해보고, 다른 친구들의 목록과
비교해보자. 그런 경우에는 합리적인 것이 왜 잘못이라고
여겨지는가? 남들 목록에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목록에
들어갈 이유를 제시할 수 있는가? 또 어떤 것은 목록에서
빼야 할 이유를 제시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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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사례의 논증은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런 논증은
실패한 것일까?

PROJECT

.
‘

16. 논증은 내 의견이나 요청을 관철시켜야만 성공하는 것일까?
그 밖에 다른 성과는 없을까? 우선 다음과 같은 논증의
사례들을 찾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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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하루 동안 (또는 최소 몇 시간 동안만이라도) 어떤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 행동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얼마나 드는지 기록해보자. 생각을 바꾸고 싶은 것과 행동을
바꾸고 싶은 것 중 어떤 것이 더 자주 떠오르는가?
18. 아이들은 몇 살이 되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를
제시하기 시작할까? 몇 살이 되면 ‘왜 그렇게
생각하니?’라는 질문을 이해할까? 아이들이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질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까? 아니면 질문은 이해하지만 대답만 못하는 것일까?
이것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어느 지점에서 아이들이
이성적인 사람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이들을
관찰할 수 있다면, 아이들이 어떻게 논증을 펼치는지
관찰해보자. 아이들은 설득하는가? 협상하는가?
강압하는가? 선동하는가?
19. TV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토론하는 것을 보라.
어떤 주제로 토론하든, 참여자들이 합의를 하고 끝내는
경우는 거의 볼 수 없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TV에 나와서
토론을 하는 것일까? 또 사람들은 왜 그것을 볼까?
20. “내가 아는 것을 그저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었어?” 작문수업에 처음 들어온 학생들이 자주 보이는
반응이다. 학생들 대여섯 명을 직접 인터뷰하여 고등학교 때
글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는지, 글을 쓰는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알아보라. 자신이 배운 것을 선생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교실에서 선생님이 말한 것을 받아쓰기
위해서?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논증을
펼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그런 다음, 현재 자신이
수강하는 수업의 교수님들을 찾아가 학생들의 보고서에서
어떤 점을 보고 싶어 하는지 물어보라. 고등학교에서 원하는
글쓰기와 대학에서 원하는 글쓰기는 어떤 점에서 일치하고
어떤 점에서 다른가? 수집한 자료를 비교해보라. 결론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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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자의 눈으로 질문하고 대답하라 대화에서 이끌어내는 논증의 원리
REFLECTION
1.

2.

합리성은 깨달음의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예컨대 신비주의자나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지적,
물질적 현상을 초월하는 경험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믿는다.
또한 ‘주관주의’라고 하는 철학을 좇는 사람들은 느낌, 인상,
직관을 중시한다. 그렇다면 신비주의나 주관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세계관을 설명하고 옹호하고
정당화할 때—이성과 논리에 의존하지 않고—어떻게 할까?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할까?
신비주의자와 주관주의자들이 자신들끼리 논쟁을 한다면,
상대방이 잘못된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을 어떻게 주장할까?
아니,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가능할까?
대화 도중에 의도적으로 대화의 맥락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아래 대화에서 볼 수 있다. 그
작동방식이 무엇인지 분석해보자.
:

6.

에토스와 명성에 우리는 얼마나 영향을 받을까? ‘그 사람
말이라면 믿을 수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는가? 공적
인물이든 개인적으로 아는 인물이든 떠올려보라. 그들이
논증하는 방식의 특징을 목록으로 나열해보라. 열정적인가?
겸손한가? 자신의 진술에 대해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는가?
아니면 그저 확신으로만 말하는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은
생각에 대해서는 출처를 밝히는가? 통계를 활용하는가?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예로 드는가? 말투는 어떠한가? 내가
믿음직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그러한 공통점들은 나에 대해서 무엇을 알려주는가?

7.

2장에서 소개한 논증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질문 말고, 또
질문해야 할 것이 있을까? 상대방이 나의 논증을 이해하기
위해 나에게 물어야 하는 질문이 있을까?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
?
?
…

,
8.

논증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질문은 다소 직접적으로 물을
수도 있고 그냥 ‘음~’ ‘어?’와 같은 말로도 물을 수 있다.
토론하는 프로그램을 두세 개 관찰해보라. 상대방에게
논증을 설명하거나 뒷받침하라고 요구할 때 어떻게 묻는지
자세히 살펴보라.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묻는가? 아니면
에둘러 말하는가?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라고 몰아붙이는 상황은 얼마나 자주 벌어지는가?

에토스와 명성은 무지한 사람들, 논란이 되는 이슈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힘을 발휘할 뿐이라고 어떤 이들은
주장한다. 피상적인 이미지를 넘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알수록, 또 그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 더 많이 알수록,
에토스나 명성이 미치는 영향력은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는가? 논증이 타당하기만 하면,
그러한 논증을 하는 사람의 인성은 아무 상관없는 것일까?
두 사람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한 사람은
믿음직해보이고 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믿음직한 사람의 손을 들어주고 싶은가? 그렇다면
에토스와 명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9.

누군가와 의견의 어긋나는 일이 발생한다면, 잠시 진정을
하고 상대방의 주장이 무엇인지 질문해보라. 일반적인
원칙이 무엇인지 물어보라. 질문형식으로 반론을 제기하라.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면 뭐라고 하겠는가?” 상대방에게
특별히 더 격렬한 반응을 유발하는 질문이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할 때 어떤 느낌이 드는가?

글로 논증하는 것이 토론하는 것보다 적절할 때가 있을까?
토론하는 것이 글로 논증하는 것보다 적절한 때가 있을까?

11. 직장에서 벌어지는 논증과 학교에서 벌어지는 논증은
다른가? 직장에 다닌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논증을 하는지
관찰하라. 자신보다 높은 사람들과 논증할 때, 낮은
사람들과 논증할 때, 동료들과 논증할 때, 어떻게
달라지는가? 학교에서 글을 쓸 때처럼 근거를 많이
제시하는가? 상대방의 반론이나 대안을 수용하는가?
차이가 있다면 왜 그럴까?

.
?
:
,
,

5
,

.
3.

4.

.
.

TASK
5.

?

창세기 3장 9절에는 ‘아담아, 넌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이
나온다. 3장을 전부 읽어보라. 성서가 기술하는
인류역사에서 최초의 질문은 아담이나 이브가 아닌 신이 한
것이다. 왜 신이 질문한 것일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인간이 먼저 질문을 해야 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은 누가 했을까? 무엇을 물었는가? 누가 물었는가? 왜
물었을까? 이러한 질문은 어떤 느낌을 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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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온라인 토론게시판에서, 논증을 벌이는 글의 스레드를
선택하라. 당신이 보기에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있는가? 그들의 논증에서 어떤 특징이 그런 인상을
주었는가? 자신의 생각보다 남의 생각에만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는가?

12. 라이팅그룹이나 룸메이트에게 논증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질문을 하라. 어떤 질문이 답하기 가장 어려운가? 어떤
질문에 신경이 곤두서는가? 어떤 질문에 가장 화가 나는가?
어떤 질문이 다른 질문에 비해 거슬리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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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13. 학과마다 글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보여주는 일종의
모범에세이를 제시한다. (대학에 라이팅센터가 있다면
그러한 모범에세이들을 모아놓았을 것이다.) 다양한 학문의
입문수업에서 제시하는 모범에세이를 수집하라. 먼저,
논증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논증의
탄생》을 읽지 않은 상태에서) 모범에세이들을 비슷해
보이는 것끼리 묶어보라. 그리고 논증을 모두 배우고 난
다음에 그 글들을 다시 분류해보라.

15. 광고는 논증일까 아닐까? 광고를 논증의 틀로 분석해보자.
“이 차를 사라!” “이 영화를 봐라!” 대놓고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는 없지만, 그럼에도 광고는 여전히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하게끔 유도한다. 광고를 논증의 틀로 분석해보라.
광고는 대부분 ‘이유’를 제시하며,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제품의 사진이나 그림을 일종의 ‘근거’로 사용한다. 광고가
논증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결정적 차이는 무엇일까?
이유와 근거가 아닌 다른 것으로 설득을 하는 광고도
있는가? 또는 다른 견해를 ‘수용’하거나 ‘반박’하는 광고도
있는가?

14. 자신이 그동안 썼던 보고서들을 모아보라. 가장 짧고 엉성한
글을 골라라. 이 글을 어떻게 탄탄하게 만들 수 있을까?

REPORT PACK
자신이 쓴 보고서들을 모두 정리해 “레포트팩”을 만들어라.
탐구문제에서 계속 이 보고서들을 분석할 것이다.

3. 독자의 관심을 어떻게 끌 것인가? 서론과 결론 쓰기
REFLECTION
1.

순수학문연구자들은 자신들의 연구성과가 없었다면 아직
우리는 중세암흑기에 머물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연구의 정당성에 대한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손에 잡히는 유용한 결과를 내지 않는
순수학문은 과연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헛되고 쓸모없는 호기심에 불과할까? 예를 들어 한
연구자는, 전설적인 갱 두목 제시 제임스Jesse James가 등에
총을 맞아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무덤을 파냈다. 그런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무덤을 훼손하는 것은 과연 가치가
있는 일일까? 100년 전 죽은 사람을 무덤에서 끄집어 내는
것이 타당할 수 있는 이유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2.

누가 누구의 자손인지 묻는 질문은 역사적인 문제였으나
지금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게 되었다. 샐리
헤밍스와 토마스 제퍼슨의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헤밍스의
막내아들 이스턴과 제퍼슨의 후손 다섯의 무덤을 열어
세포조직을 채취하여 유전자테스트를 실시했다. 하지만 이
테스트를 실시하기 위해서 제퍼슨의 시신을 무덤에서
끄집어내야 한다면, 어떻겠는가? 이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제퍼슨의 무덤을 파내는 것을
허락하겠는가? 그의 후손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제퍼슨이
국가적 영웅이 아니라 평범한 인물에 불과했다면 판단은
달라질까?

3.

워싱턴 주에서 한 유골이 발굴되었다. 이 유골은 이 지역에
정착했던 아메리카원주민보다도 훨씬 앞선 시대 사람의
것이지만 그 형상이 백인으로 추정된다. 이 지역
아메리카원주민들은 그 유골을 원래 있던 곳에 자신들
조상을 묻는 방식으로 매장하고자 한다. 반면,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그 유골이 아메리카원주민의 조상이
아닐 수도 있으며 또한 매우 특이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조사해볼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며 테스트하려고
한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 한편에는
아메리카원주민의 종교적 믿음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아메리카대륙의 선사시대를 다시 기록할 수 있는 과학적
관심이 있다. 아메리카원주민들은 이것을 실용문제로
바라보고 국립공원관리협회는 개념문제로 바라본다. 이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풀어야 할까?

4.

아무리 사소한 지식이라고 해도 가치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말 그럴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자.
a.
?
b.
?
이 두 문제 중에서 하나만 해답을 얻을 수 있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겠는가? 그 선택이 타당하다는 것은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가? 두 가지 모두 똑같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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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문화에서는 기존의 지식과 믿음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것을 금기시한다. 그러한 사회가 새로운 지식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또한 그런
사회에 대해서 가치판단을 하는 것은 적절할까?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싶어한다’라는 말은 가능한 것일까? 우리가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은 존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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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신이 제시하는 문제에 독자들이 관심을 갖게 만들기 위해
비용 또는 손실을 제시하라고 우리는 이야기했다. 하지만
어떠한 손실이든 혜택으로 바꿔서 제시할 수 있다.
.

9.

같은 이슈에 대해 쓴 두 글의 서문이다. 하나는 문제를
제시하는 반면 다른 하나는 문제를 제시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설명해보자.
지난 몇 년 동안 아이들에게 글을 읽는 법을 가르치는
교수법으로 두 가지가 있었다. ‘파닉스’라는 교수법은

,
.손실

.
.

.

,
.혜택

.

‘

결과를 손실로 진술하는 것과 혜택으로 진술하는 것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어떤 것이 독자들의 동기를
더 북돋는다고 생각하는가?

.
,

.

,

생각실험을 해보자. 5만원 지폐가 다리 난간에 끼어있어,
그것을 줍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언제
돈을 더 줍고 싶은가?
a.
b.

’

‘
‘

’
.

.

.

,
.

TASK
7.

8.

’
,

지금 바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용문제를 하나
골라보라. 비좁은 기숙사, 치열한 수강신청, 지나치게
북적이는 수업, 자주 끊기는 인터넷 등 어떤 문제든 좋다.
친구, 룸메이트, 부모, 선생, 교직원 등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모두 나열해보라.
이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게 만들려면,
어떤 손실을 제시하면 좋을까? 각각 목록으로 나열해보라.
힌트는, 문제로 인해 내가 겪는 손실이 아니라 그들이 겪는
손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영화 《컨택트》는 순수학문의 가치에 대한 우화로도 볼 수
있다. 될 수 있으면 친구들과 함께 이 영화를 보라.
순수학문을 옹호하는 이 영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영화에서 순수학문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국립과학자문국NSA을 악당처럼
묘사하는 것은 합당한가? 이 영화가 사실에 대한 과학자의
믿음과 신에 대한 종교지도자의 믿음을 대비하기 위해 두
주요인물 사이에 로맨스를 활용한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인류에게 ‘무언가 되돌려주기 위해서’
순수연구에 돈을 댄다는 기업가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
,
.
,
.
10. 레포트팩에서 자신이 작성한 글을 살펴보자. 그것들은
실용문제를 다루는 것이었나 개념문제를 다루는 것이었나?
특히 인문학 과목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보자. 문제를 전혀
제시하지 않는 것도 있는가?

PROJECT
11. 우리는 흔히 시, 에세이, 소설, 드라마 등은 논증과 전혀 다른
장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자신이 좋아하는 시, 에세이,
소설, 드라마를 골라서 다시 들춰보자. 그것이 어떤
개념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쓴 글이라고
상상해보라. 그것은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 작성된 글일까?
생각을 정리하여 논증글을 써보자. (특히 풍자가 담긴
작품이나 독자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작품은 좀더 쉽게
이러한 분석을 할 수 있다.) 이야기 속 등장인물이 풀고자
하는 문제와 저자가 이 이야기를 통해 현실세계에서 풀고자
하는 문제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12. 신문에 실린 사설이나 칼럼 세 개를 골라 서론부분을
주의깊게 읽어보자. 문제를 어떻게 짜는지, 독자들에게
해법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는지 분석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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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가? 주장
REFLECTION
1.

PROJECT

개념문제를 다루는 논증이 현실에 직접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경우 개념논증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주장이
현실에 적용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할까? 예컨대,
자신의 과학적 연구결과가 새로운 무기를 만드는데
사용된다면 그러한 결과에 대해서도 과학자는 책임져야
할까? 자신의 유전학적 발견이 부도덕한 방식으로
사용된다면 유전학자는 비난받아야 할까? 거꾸로, 그러한
발견을 의사들이 생명을 살리는데 이용한다면 그 공로와
명성은 유전학자에게 돌아가야 할까? 또한 정부의 권력을
제한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에 어떤 사람이 감화되어
연방정부건물에 폭탄테러를 했을 때, 이 정치학자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을까? 책임의 범위를 구분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원칙이 있을까?
더 나아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연구나 주장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예컨대, 부엌에서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누군가 발견해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니 그러한 발견을 비밀로 부치기로 한다면
괜찮을까? 의도하지 않은 어떤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5.

자신이 등록금인하운동에 앞장서는 전국학생조직의
우두머리라고 상상하라. 등록금을 삭감하는 정책에
대학총장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한 행동계획을 짜보라.
이 계획에서 협상이나 중재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광고,
홍보와 같은 선전작업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집단시위,
시민불복종, 의회로비와 같은 강압적 행동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논증은 전체계획을 어떻게 뒷받침하는가?

6.

레포트팩에서 글을 하나 꺼내보라. 169쪽 “생각의 깊이가
드러나는 사려 깊은 주장인가?”에서 말하는 내용에 비춰
자신의 글을 분석해보라. 주장의 질은 어떠한가? 특히 다음
두 가지 신호를 찾아보라.
•
—
•

:—
,—
, because, so, in order to, etc.

:
,—
despite, although, while, etc.)

,—

,
,

주장이 빈약해 보인다면 우리가 제안한 방식대로 고쳐보라.

TASK
2.

캠퍼스를 걷고 있는데, 대학 안에서 제공하는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문화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대해 개선할 점이
있는지 누군가 물었다.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인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잠깐 떠올려보고 빠르고 쉬운
해법을 제시해보라.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51쪽 “논증은
어떻게 비판적 사고를 뒷받침하는가?”에서 제시하는
비판적 사고 3단계를 적용하여 접근해보자.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빠르게 판단하는 것은 대개 틀리다고
가정하라. 처음에 진짜 문제를 파악했는가?

3.

레포트팩에서 자신이 내세운 주장들을 살펴보자. 163쪽
“사람들이 시간을 들여 귀 기울일 만한 주장인가?”에서
제시하는 부정테스트를 실시해보라. 자신의 주장은
중요성이 얼마나 높은가?

4.

레포트팩에서 가장 자주 내세웠던 주장은 어떤 것인가?
어떤 행동을 요청하는 것인가(실용주장)? 어떤 것이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인가(개념주장)? 노골적으로 행동을
요청하는 주장(실용주장)은 그러한 요청을 단순히 암시하는
주장(개념주장)으로 바꿔보고, 반대로 진실을 주장하는
주장은 행동을 요청하는 주장으로 바꿔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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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독자를 어떻게 납득시킬 것인가? 이유와 근거
6.

REFLECTION
1.

2.

사람들마다 ‘팩트’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다를 수 있다.
예컨대 무기를 소지하고 다니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진술을 ‘팩트’라고 주장할
것이다.

,
,
,

,

.”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that they are endowed by their
Creator with certain unalienable rights, that among
these are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그는 무엇에 근거하여 이러한 주장들이 옳다고 말했을까?
7.

,

)

.

“

슈는 교수실 방문 앞에 게시되어 있는 일정표를 모두
사진으로 찍어서 출력해왔다. 하지만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온 실체적이고 물리적인 증거는 평균적으로 교수들이
근무하는 시간은 일주일에 한 시간이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을까?

NRA(

토마스 제퍼슨은 독립선언문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다음 세 가진 진술에 대해 생각해보자.
a.
,

4.6

.

.

b.

1차근거에서 얼마나 멀어졌을 때, 그것이 근거자체가 아닌
근거보고라고 여겨지는가?
3.

,
.

다음 항목들은 1차 근거, 즉 근거자체와 얼마나 가까울까?

c.

a.

.

b.

이 진술들은 모두 진실일 수 있지만, 화자의 판단과는
무관하게, 실제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진술한 것은
무엇일까? 이 세 진술을 결론X—이유Y—근거Z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짝을 지을 수 있을까?

c.
d.
e.

8.

어떤 주장이든 주장을 제시하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주장이
언제나 타당하기 때문에, 주장의 타당성을 다른 사람이
판단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모든 주장이 개인적인 판단이고 의견일 뿐이기
때문에 누구나 옳다. 이런 논리에 동의하는가? 하지만
철학자들은 이러한 논리는 그 자체로서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누구나 옳다’라는 주장이 성립한다면, 누군가
‘누구든 옳지 않다’라는 주장을 했을 때 그 주장도 성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에 빠져본 적 있는가?

9.

레포트팩에서 근거를 가장 많이 제시한 보고서를 골라보라.
근거보고를 모두 표시하고 그것을 다음 기준에 따라 점수를
매겨보라.

f.
g.
h.
i.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어떤 질문을 먼저 해야 하는가?
4.

다음과 같은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까?

TASK

.
.
.
.
5.

4점:

다음 진술들은 진실에 얼마나 가까울까? 그것을 따지는
것이 중요할까?

1
.

3점:

1

.

,

2점:

.

1
2

,

.

1점:

.

3

/4

.

점수가 얼마나 나왔는가? 조사를 좀더 열심히 했다면,
점수를 높일 수 있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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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세상에 실재로 존재하는’
근거라는 믿음을 어떻게 심어주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우선
실험심리학, 물리학, 경제학과 같은 복잡한 데이터에
의존하는 교재를 펼쳐보자. 의심할 여지없는 실체적인
진실이라고 제시된 근거보고를 찾아보라(대개 표나
그래프로 제시된다). 그 근거를 이해할 수 있는가? 그것이
외부세계를 자명하게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는가? 이 근거를
‘주어진’ 것으로 인정하게 만드는, 의심할 수 없게 만드는
요소는 무엇인가? 이제 신문이나 잡지에서도 근거를
찾아보자. 그 다음, TV방송에서도 찾아보자.
11. 어떤 것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얼마나 구체적이어야 할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과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일 비교해보자. 근거로
수용하는 수준에 차이가 존재하는가?

PROJECT
12. 레포트팩에서 보고서 하나를 골라서 나를 믿지 못하는 독자,
내가 제시하는 근거보고에 대해 의문을 품는 독자를 위해
다시 써야 한다고 상상하라. 근거보고를 제각각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조사해보라. (근거 자체를 찾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다. 하지만 근거가 실재로 존재하는지, 어디서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알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인용을 한 경우에는, 그것을 맥락과 무관하게 인용을 한
것이 아닌지 독자들이 의심할 수 있다고 상상하라.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게 제대로 인용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6. 진실은 어디있는가? 근거보고
REFLECTION
1.

5.

법정이나 과학실험에서 필요로 하는 증거를 수집하듯이,
모든 사람들이 증거를 매우 엄격하게 수집해야 한다고
여겨지는 상황이 있을까? 자기 자신을 위해 증거를 엄격하게
수집해서는 안 된다고 여겨지는 상황이 있을까? 이러한
상황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6.

맛을 놓고 논쟁하는 것 못지않게, 가치를 두고 벌이는
논쟁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반면, 다른
유형의 근거를 활용한다면, 가치를 두고 논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예컨대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자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한가 부당한가
하는 문제를 놓고 싸우는 가치논쟁에 대해 생각해보자. 이
주장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무엇을 들 수 있을까? 근거를 어디서 가져오는 것이 훨씬
권위가 있을까? 출처의 권위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아니,
가치논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존재할까? 유형에 따라 사용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을까?

7.

레포트팩에서 보고서를 하나 꺼내서 근거보고를 살펴보자.
작성 당시 독자가 전혀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근거보고를 파란색 형광펜으로 표시하라. 그 다음, 몇몇
독자들이 의심할 것 같다고 여긴 근거보고를 노란색
형광펜으로 표시하라. 논증에서 근거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무거운가?’

다음 근거는 ‘근거자체’에서 얼마나 멀어진 것일까?
14
.
3
2
1
30

:1
:2
:9
:2
1

.

2.

어떤 근거보고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근거를 대라고
요구하는 것이 무례하게 느낄 만한 상황이 있을까? 그럴
듯한 시나리오를 세네 가지 만들어보라. 그러한 질문이
무례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3.

초기 과학의 역사를 보면, 어떤 실험을 할 때 다른
과학자들을 불러모아 실험을 직접 지켜보게 함으로써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도 했다. 지금도
데이터수집과정을 직접 참관하는 것이 과학적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날
연구결과보고의 신뢰성을 ‘입증’하는 유용한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4.

1차근거를 재현한 것은 1차근거와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할까? 어떤 사건을 찍은 비디오테이프, 연설을 녹음한
오디오테이프, 사진은 어떨까? 근거를 누가 만들었느냐
하는 사실은 중요할까? 기술적인 조작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제시한 테이프나 사진이라면 믿을 수 있을까?
조작하는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 제시한 근거는 어떨까?
근거를 누가 만들었느냐 하는 사실은 왜 중요할까?
테이프나 사진에 찍힌 상황을 증언할 수 있는 목격자가
있다면 근거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까?
Crescendo Publishing House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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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형광펜으로 표시한 부분이 전체 글에서 3분의2가 넘는다면
너무 무거운 것이다. 무엇을 더 추가해야 할까? 이유? 전제?
반론 수용과 반박? 형광펜으로 표시한 부분이 글 전체에서
4분의1이 되지 않는다면, 너무 가벼운 것이다. 근거를 더
채워넣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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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나중에는 자신이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나, 여전히 이야기를 꾸며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PROJECT
8.

9.

종이 반 쪽이 넘는 잡지광고를 하나를 선택하여 광고를
논증의 틀로 분석해보라. 광고의 주요주장은 드러나있지
않겠지만 한 마디로 ‘그러니까 이 제품을 사라’라고
간주하면 된다. 제품을 사야 하는 이유로 광고는 무엇을
제시하는가? 근거에 대한 보고는 어떤 방식으로
제시하는가? 근거보고가 사진이라면 근거보고를 어떻게
포장하거나 장식하거나 꾸미는가?

비판자들은 매우 분노했다. 그녀가 받아야 할 상은
‘노벨평화상’이 아니라 ‘노벨거짓말상’이었다고 비꼬았다.
그럼에도 지지자들은 여전히 그녀를 옹호했다. ‘더 큰
진실을 말했을 뿐’이라는 그녀의 변명을 되뇌며 스톨과 같은
그녀의 변명을 되뇌며 스톨과 같은 비판자들을 ‘더 고귀한
진실’은 제쳐두고 사소한 사실에만 연연하는 방해꾼이라고
공격했다.

전문잡지, 스포츠잡지, 여성잡지, 10대를 위한 잡지,
지식인을 위한 잡지 등, 전혀 다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네댓 가지 잡지의 광고를 비교해보자. 타깃독자에 따라
자신의 제품을 사게끔 하기 위해 광고하는 방식이
달라지는가? 예컨대 한 잡지 안에 실린 다양한 제품의
광고들이 제시하는 이유와 근거는 얼마나 비슷한가?
반대로, 비슷한 제품의 광고가 잡지가 달라질 때마다
광고에서 제시하는 근거가 달라지는가?

“
...
.
.” (Guardian, 1998. 12. 16.)
멘추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한걸음 더 나아가 진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10. 1983년 출간된 《나, 리고베르타 멘추I, Rigoberta Menchú 》는
과테말라 백인군사정권이 저지른 만행을 흥미진진한
이야기형식으로 기록한 책이다. 이 책을 쓴 리고베르타 멘추
툼Rigoberta Menchú Tum은 인권운동가로서 노벨평화상을
받기도 했다. 이 책은 많은 미국대학에서 필독서가 되었다.
스탠포드와 같은 명문대학들이 이 책을 일반교육과정에서
꼭 읽어야 할 책으로 선정하였고, 어떤 대학에서는
셰익스피어 같은 고전을 제치고 필독서 명단에 오르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 책은 15년 뒤 예상치 못한 논란의 중심에
선다. 1998년 마야역사를 연구하는 인류학자 데이비드
스톨David Stoll이 멘추의 책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사건 몇
가지는 꾸며낸 것이라고 폭로한 것이다.
•
,
.

.
.

,
,

,

.”

비판자들의 주장대로 멘추는 자신이 직접 보았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보지 못했다. 그녀가 이야기하는 사건 중
몇 가지는 처음부터 일어나지도 않았던 일이었다. 하지만
지지자들의 주장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그녀가 묘사한
사건 중 몇 가지는 비록 그녀 자신이 직접 겪은 것이
아니라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겪은 것이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소설’로 발표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소설은 ‘실화’가 갖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 또는
처음부터 정직하게 ‘이것은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밝혔다면 어땠을까? 그런
식으로 진술했다면, 이 책이 발휘했던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
‘더 큰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라는 멘추의 변명에
동의하는가? 동의하지 않는가? 그 이유를 나열해보라.
사실과 정의,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진실을
능가하는 거짓의 가치’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가?

•
.
•

11. 거짓말에 관한 읽기자료를 모두 읽어보자. 이 글들에
비춰봤을 때, 리고베르타 멘추는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는가? 그녀가 거짓말을 했다면, 그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짓말인가?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나열해보자. 이러한
주장과 이유를 뒷받침하는 보편적인 원칙(전제)는
무엇인가?

,
.
•
.
•
.
멘추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처음에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일어난 실수일 뿐이라고 말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

“
.
.” (New York Times, 1999.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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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그리스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허구는 역사보다 사건을
더 진실하게 묘사한다’고 주장했다. 역사는 사실에서 벗어날
수 없는 반면, 허구는 상황을 훨씬 그럴듯하게 묘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어났던 것을 그대로 보여줄
필요없이 ‘일어났어야 했던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진실성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멘추를 옹호하는 논증을 짜보자. 논증의 주요단계를
대략적으로 구상해보라. 그러한 논증을 당신은 받아들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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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독자의 질문에 대답하라 반론 수용과 반박
REFLECTION
1.

2.

TASK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은 대부분 한계를 수용함으로써
논증을 더 튼튼하게 만든다. 하지만 몇몇 분야에서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도 한다. 예컨대 법정에서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는 스스로 논증의 한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자기 논증의 약점을 인정하면 안 되는 상황이 또
있을까? 그러한 상황은 일반적인 학계의 논증상황과 어떻게
다를까?
과제마감일을 코앞에 두고 자신의 논증을 뒤집는
반대견해를 발견했다. 이 반대의견에 어떻게 반박을 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는다. 자신이 그 동안 고생하여
세운 논증이 전부 잘못되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은 윤리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흔하게 겪을 수 있는 일상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윤리적
측면에서, 이러한 반대의견을 밝혀야 할까? 숨겨야 할까? 왜
그래야 하는가? 현실적인 측면에서, 논증을 뒤집는
반대견해를 발견했는데 그것을 반영하기에는 너무 늦어서
그냥 제출한다는 사실을 교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모른 척 잠자코 과제물을 그냥 제출하고,
교수님이 모르고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것이 좋을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최선의 에토스를 투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3.

레포트팩에서 근거를 형광펜으로 표시한 글을 다시
펼쳐보자(6장 탐구문제 7번). 다양한 측면에서 근거를
따져보라.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논증의 취약점이 이제
보이는가? 그런 것에 대해 어떻게 수용하고 반박할 것인가?

4.

신문의 사설, 칼럼, 의견을 읽고 반론수용과 반박을 모두
찾아보라. 이러한 요소가 가장 잘 갖춰진 글을 뽑아보라.
이러한 의견수용이 논증을 더 설득력 있게 만드는가?
TV토론프로그램을 보면서도 반론수용과 반박에 해당하는
말을 찾아보자. 토론참석자들도 자신과 다른 의견을
수용하고 반박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럴까?

PROJECT
5.

한 시간정도 신문의 사설, 칼럼, 의견란을 읽어보라. 그
속에서 논증의 요소를 찾아본 다음, 그러한 요소마다
반론이나 다른 시각을 제기하는 타당한 질문을 만들어보라.
마지막으로, 자신이 저자라면 이런 질문에 대해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 대략적으로 이야기해보라.

6.

탐구문제3번에서 사용한 보고서를 다시 펼쳐보라.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반론 수용과 반박을 추가한 다음, 논증을 더
설득력있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제거하라.
반론이 가장 적절하게 반영된 글과 원래 내가 썼던 글을
비교해보자. 반론이 얼마나 추가되었는가?

8. 숨어있는 논리를 찾아라 전제
2.

REFLECTION
1.

나는 갱스터랩에 대해 반대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어떤 전제든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힐 수도 있고 좁힐
수도 있다. 다음 예를 보자.

.

,

.

.
이 전제에서 ‘표현형식’을 더 보편적인 ‘상징적인 행위’라는
말로 바꿔 전제를 넓힐 수도 있고 반대로 ‘노래 가사’라는
말로 바꿔 전제를 좁힐 수도 있다. 이처럼 전제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바꾸면, 이것이 적용되는 조건도 달라질까?

,
,

.
누군가 이렇게 반박을 했다.
“
.”

?
?

이제 어떻게 반박할 것인가?

Crescendo Publishing House Inc.

xcendo.net

Inquiries for The Craft of Argument | 11

논증의 탄생
3.

완전히 반대되는 전제를 가정하는 두 사람이, 어떤 이유가
주장을 뒷받침한다는데 동의하는 것은 가능할까? 다음
이유와 주장을 한번 살펴보자.

TASK
6.

많은 사람들이 믿는 중간 규모의 전제를 보자.

.주장
.이유

,

이 주장과 이유를 포괄하는 전혀 다른 두 전제를 보자.

이 전제는 아마도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라는
격언을 떠올리게 할 것이다. 이 격언은 앞에서 전제로 진술한
것보다 더 넓은가, 좁은가? 당신이 믿는 원칙을 진술하는
격언 두 가지를 골라보라. 그것을 위에서 진술한 것처럼
중간규모의 전체로 다시 진술해보라. 그 다음 각각 넓게
만들어보고 좁게 만들어보라. 그것을 넓힌 다음에도 그
원칙에 여전히 동의하는가? 동의하지 않는지 않다면 왜
그럴까? 여전히 동의한다면, 범위를 더 넓혀보라. 이작도
그것에 동의하는가?

,
.
,
.
이처럼 각각 다른 전제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같은 주장에
동의하는 두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보라. 이들은 상대방의
전제가 자신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자신의 의견을
바꿀까? 다시 말해, 공유하는 생각이 달라도 어떤 의견에
동의하는 것은 가능할까?
4.

7.

‘도움을 받았으면 되돌려 줘야 한다’는 전제의 뼈대를
추리면 다음과 같다.
Y

“X

두 사람이 다음 논증에 동의한다고 하자.
,
.전제

.

.”

아래 속담을 이 뼈대에 맞춰 바꿔보고 이들이 X와 Y의
관계를 살펴보자. 원인-결과, 결과-원인, 외형-실제, 또 그
밖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주장

.

두 사람이 모두 이 전제에 동의한다면, 앞에서 본 두
사람보다 더 깊은 수준에서 동의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들이 이 논증에 동의하는 이유가 다음과 같이 다르다고
가정해보자.

.
.
.

.주장

이유

.
이런 속담에는 어떤 한계가 숨어있는가?

이유

.주장

두 가지 모두 전제를 뒷받침하는, 타당한 이유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정말 동의하는 것일까? 그들은
자신들이 동의한다고 생각할까? 말로는 동의한다고 해도,
어쩌면 생각하는 것만큼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표면적인
동의만으로도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까? 또, 표면적인
동의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까?
5.

전제를 진술하지 않거나 심지어 생각조차 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추론의 원칙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처럼
논의한다. 하지만 이유를 주장에 연결하면서 전제를
진술하지 않을 때, ‘당신의 마음 한켠에’ 늘 어떤 원칙이
있어야 할까? 다시 말해서 이유를 주장에 연결할 때
사람들은 항상 그런 연결을 정당화하기 위한 원칙을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없다는 이유로
이유를 주장에 연결시키는 것은 아닐까?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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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8.

속담사전에서 이상하거나 이해가 안가거나 진실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속담 10개 정도를 찾아보라. 그리고 그
속담마다 적용할 수 있는 에피소드를 떠올려보자.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
.

.“
?
?”

“

.
.

?

.
”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진실이 아닌 속담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꾸며내는 것은 쉬운가? 이는 다른
사람들이 제시하는 전제를 이해하는 나의 능력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는가? 내가 만든 에피소드 속 인물이
행동하는 방식대로 내가 행동한다고 상상할 수 있는가?
이는 다른 사람들이 제시하는 전제를 수용하는 나의 능력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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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내 말의 의미는 말이야 의미를 따지는 논증
8.

REFLECTION
1.

성적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예술을 모두 포르노라고 한다면
‘에로티카(성적 행위를 묘사하는 예술)’와 ‘포르노그래피’는
같은 것을 의미할까? 그러한 구별은 정말 중요할까? 어떤
이름을 붙이느냐 하는 것이 문제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을지 생각해보자.

2.

어떤 의미를 표현하는 단어가 없는 경우도 있을까? 반대로,
어떤 의미도 표현하지 않는 단어도 있을까? 그렇다면, 또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3.

4.

5.

6.

7.

국제천문연맹IAU에서 명왕성은 더 이상 행성이 아니라고
발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발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IAU의 발표에 대해 얼마나 많은 이들이 부정적으로
반응했는지 금방 알 수 있다. 그들의 반응을 보며,
개념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은 얼마나 되는지, 실용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라. 그리고
개념문제를 제기하는 불평과 실용문제를 제기하는 불평은
어떻게 다른가?
오랫동안 미국정신의학회APA는 진단매뉴얼에서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분류했으나 1980년, 표결을 통해 동성애를
정신질환목록에서 뺐다. 그렇다면 정신과의사들이 그
이전까지 동성애를 질병으로 생각했던 것은 실수였을까?
이에 대답하기 위해서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나열해보자.
논증을 시작할 때는 언제나 ‘문제가 무엇인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한다. 이 논증은 진정으로 ‘동성애가 질병인가,
선택인가, 유전적인 성향인가’ 하는 문제에 관한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논증의 대리논증일까?
한 동안 “니코틴은 중독성 약물일까?” 하는 문제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여기서 정의가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진정으로’ 정의를 놓고 벌이는 논쟁일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또 다른
대리논증일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진실과 거짓은 대립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실과 거짓은 정말로 반대되는 것일까?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서도 거짓을 말하지 않을 수도 있을까?
진실을 말하면서도 거짓을 말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 대답하는 방식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까?
어떤 지시대상을 다음 중 어떤 이름으로 불러야 하는지
결정해야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
•
•
•
•
•
•
•
•

art vs. craft
pet vs. livestock
vs.
athlete vs. competitor
vs.
sport vs. game
vs.
addiction vs. habit
vs.
housewife vs. homemaker
vs.
eccentric vs. mentally ill
vs.
hate speech vs. free speech
vs.
vs.
vs.
economic
stagnation vs. slump vs. recession vs. depression
vs.

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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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나올 탐구문제 9번과 13번을 보라. 일단 문제를 읽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잠시 상상해보라. 다른
탐구문제보다 더 강렬한 감정을 자아내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런 감정을 느끼는 사람을 아는가? 그것은 이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무엇을 알려주는가? 그것은 어떤
것의 법적 이름에서 중요한 것에 대해서 무엇을 알려주는가?

TASK
9.

최근 우리 사회에서 많은 이름들이 바뀌고 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휠체어를 타는 사람을 ‘불구’라고 했는데 언젠가
‘장애인’이라는 말로 바뀌었다. 이 밖에도 간호원-간호사,
청소부-환경미화원, 결손가정-한부모가정 등 다양한 말이
바뀌었거나 바뀌고 있다. 이렇게 말을 바꾸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전엔 보편적으로 사용했으나 지금은 불순한
표현으로 여겨지는 용어와 ‘정치적으로 올바른’ 새로운
용어를 비교해보자.
(

.)

•
•
•
•
•
•

short — vertically challenged
fat — horizontally challenged
retarded — mentally challenged
drunk — alcoholic
old — elderly
crippled – disabled — differently abled —
physically challenged

각각의 용어마다 (1) 자신이 생각하는 의미기준을
나열해보고 (2) 각각의 범주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예를
묘사해보라. 이름이 달라지면서 우리가 떠올리는
의미기준과 전형이 바뀌었는가? 이는 민감한 범주를
가리키는 용어를 바꾸는 작업이 어떤 가치가 있다고
알려주는가?
10. ‘결혼’이라는 단어는 ‘동성결혼합법화’ 같은 말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사회적, 종교적, 도덕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어떤 사건을 wedding이라고 부르는 것과 다음과 같은
단어로 바꿔서 부르는 것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
•
•
•
•

celebration
ceremony
covenant
contract
fidelity

•
•
•
•
•

ritual
union
bonding
pledge
commitment

wedding을 celebration of our covenant of
bonding(유대 언약 축하식)과 같은 말로 부르는 것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결혼’이라고 부를 때와 다르게 부를
때 결과가 달라질까? 동성파트너가 사람들이 ‘결혼’이라고
부르는 함께 살기로 약속하는 이벤트를 일컬을 수 있는
용어를 서너 단어를 조합해 만들어보라. ‘결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동시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동의할 수 있는 용어여야 한다. 그런 다음, 이
용어조차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주장으로 반대할지 상상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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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인터넷에서 중독addiction에 관한 다양한 글을 찾아보라.
‘중독’이라고 묘사되는 다양한 조건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 내가 보기에 ‘진짜’ 중독이 아닌 경우,
또는 ‘중독’이라고 말하기 애매한 경우를 다섯가지 정도
나열해보라. 그런 것을 중독이 아니라고, 또는 경계상에
있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한 이유는
‘중독’이라는 용어를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다고
알려주는가? 반면에 온라인에 글을 쓴 사람들은 그것을 왜
‘중독’이라고 부르고 싶어할까?
12. 삼각형 vs 원, 홀수 vs 짝수 같은 단어들은 다른 단어와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의미가 구별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미묘한 단어들도 있다. ‘매우 높은
언덕very high hill’과 ‘매우 낮은 산very low mountain’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매우 좁은 길very narrow
road’과 ‘매우 넓은 통로very wide path’는 어떠할까?
현실에서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해도,
언덕과 산, 길과 통로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어떤 것을 ‘특별하게 높은 언덕’이라고 부를 것인지
‘특별하게 낮은 산’이라고 부를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을 상상해서 만들어보자. 그럴 경우 가장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무엇일까?

PROJECT
13. 탐구문제 10번에서 제시한 단어들을 다시 보자. 동성결합
합법화를 바라는 사람들은 어떤 단어를 수용할까? 그리고
그 용어를 국가에서 법률적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생각해보자. 그 용어를 사용하는 데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을 나열해보자.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동성결합에 대한 국가의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공적인 토론에 나와서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라.
이런 자리에서는 사람들을 불필요하게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지금은 동성결합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문제를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부를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다.
토론의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라.)
14. 1990년 APA(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미국심리학회)의 22명 패널들은 알코올중독alcoholism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바꾸는 것을 승인했다.
,

재활에 헌신하는 시민단체다. 이들의 활동목표는 의사들이
알코올중독을 진단하는 방식보다는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 최대한 빨리 주변사람들이 개입할 수 있도록
주의신호를 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NCADD는
알코올중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

,

.
.
,
,
,
.
Alcoholism is a primary, chronic disease with
genetic, psychosocial, and environmental factors
influencing its development and manifestations. The
disease is often progressive and fatal. It is
characterized by continuous or periodic: impaired
control over drinking, preoccupation with the drug
alcohol, use of alcohol despite adverse consequences,
and distortions in thinking, most notably denial.
정의에 사용된 주요 의미기준에 대하여 NCADD는 다음과
같은 해설을 붙여놓았다.
• 1차적인 primary:
• 질병 disease:

.
.

,
,

.
• 계속 악화되며 치명적인 progressive and fatal:
,
,
.
• 통제력 손상 impaired control:
.
,
,

,

.
• 집착 preoccupation:

,

,
.

.
,
.

a syndrome of compulsive and dependent alcohol
use. The term may be used synonymously
with alcohol dependence or refer to persistent heavy
alcohol use without a formal diagnosis.

.
• 역효과 adverse consequences:
,

.
,

반면 NCADD(National Council on Alcohol and Drug
Dependence 알코올/마약의존증 전국협회)는 알코올중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효과적인 의학적 치료와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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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실부정 denial:

APA는 이렇게 개정한 이유를 다음 세 가지로 제시한다.
a.
b.
c.

,

.

NCADD의 정의는 APA정의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다른가? 어느 정의가 더 객관적인가? 더 과학적인가?
알코올중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공정한 치료를
확보하고자 하는 더 큰 목표가 정의에 어떻게
반영되어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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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 모든 사태는 무엇 때문인가? 원인을 따지는 논증
REFLECTION
1. 다음은 150여 년 전에 쓰인 레프 톨스토이의 소설 《전쟁과
평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인용한 것이다. 여기서 톨스토이는
자유의지와 결정론을 대비하여 설명한다. 우리가 지금껏
논의한 내용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생각해보라.
,
,
,
.
,

3. 1997년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죽은 교통사고는, 술을 마신
운전자와 그녀를 쫓은 파파라치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알려져있다. 하지만 사고발생 초기에는, 안전벨트를 매고
그녀 앞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은 살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다이애나가 죽은 것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그녀 자신의
실수 때문일 수 있다고 지적하는 보도도 있었다. 하지만
사건이 나고 하루이틀 지난 뒤 뉴스에는 안전벨트에 대한
지적은 모두 사라지고, 운전사와 파파라치에 초점을 맞춘
보도만 나오기 시작했다. 다이애나가 죽은 원인으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그녀의 잘못을 지적한 사람들은 왜
많지 않았을까?
4. 누구나 항상 안전벨트를 맨다고 상상해보자. 그러한 사실은
다이애나의 죽음의 원인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영향을
미칠까? 안전벨트가 음주 못지않게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상상해본 적 있는가?

,
,
.
물론 톨스토이는 어떠한 것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다면 인과관계에 관한 논증을 펼칠 때 우리는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할까?
2. 다음은 에이즈에 관한 두 가지 이야기이다. 두 번째
이야기는 아무런 근거도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널리 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5.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한 번씩 자동차에 시동을 걸어본다고
상황을 상상해보자. 하지만 한 번도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후드를 열어 보니 누군가 배터리전선을 빼놓았다. 그러던
어느 날 시동이 걸렸다. 그 ‘어떤 사람’이 그날은 전선을
빼놓지 않은 것이다. 이때, 시동이 걸리는 원인을 그 사람이
전선을 빼 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
또 다른 상황을 떠올려보자. 학교 앞 횡단보도에 늘 나오던
안전요원이 어느 날 아침 나오지 않았다. 마침 그날 아침 한
아이가 차에 치었다. 안전요원이 나오지 않은 것을 그
아이가 차에 치인 원인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안전요원이 원래부터 없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은 달라지는가? 왜 그럴까?

,
.
.

.

TASK

CIA
.

, CIA
,
.

.

C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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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제 또는 문제에 대한 해법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하는
과정은, 단순히 독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 자신의 추론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앞에서 본 에이즈의 기원에 관한 두 가지 가설을 다시
읽어보라. 문제와 해법을 서술하면서 각각의 단계에 맞는
그럴듯한 인과관계를 세우고 상세하게 이야기를 채워보라.
어느 것이 더 쉬운가? 이야기를 채워 넣을수록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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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명확하게 간결하게 생생하게 좋은 글이란 무엇인가?
REFLECTION
1.

이 책에서는 가장 좋은 글을, 마치 정해진 규칙처럼, 명확한
글이라고 주장했지만, 반대로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은
기만적인 글쓰기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복잡한 사실은
쉽고 명확한 글로 간결하게 진술할 수 없다는 것이다.
“명확성은 그 자체로, 진실을 단순화시킨 것을 진짜
진실처럼 받아들이도록 함으로써 독자를 기만하는
속임수다.” 쉽고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진짜 속임수로
작동한 사례를 떠올릴 수 있는가? 광고에서? 정치인의
말에서? 반대로, 누군가 (변호사? 전문가?) 복잡한 언어를
속임수로 사용한 사례를 떠올릴 수 있는가? 단순하고
명확한 스타일과 복잡한 스타일 중에서 어느 것이 훨씬
‘정직’하거나 ‘진실’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는가?

2. 학술적인 글을 어렵게 쓰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왜 그토록
난해하게 글을 쓰는 것일까? 다음 글은 돼지수의사가
공교육을 별로 받지 못한 농부에게 보여주기 위해 쓴 공문의
한 토막이다.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농부들이 이 글을 읽고
어떤 느낌을 받을지 상상해보자. 의미가 얼마나 명확하게
이해되는지 주목하라.
,

,
.
,
.
.
,
.
.
If you want to market larger pigs, you must limit the
effects of PRRS on their growth. Although you’d
have to spend too much to eliminate the virus
entirely, you can take steps to reduce it. Most
important is to maintain growth rates after your pigs
are infected. To do that, continue to vaccinate pigs as
you do now. The best thing to do is limit the number
of gilts you buy and to acclimate those you do.
이 글은 더 쉽게 풀어쓸 수 있다.

,
.

.

ROI

,

,

.

.
,

.

.
,
.

Of greatest urgency and most immediate concern in
your ongoing project for enhancing productivity,
especially as measured in market weight, is to limit
the effects of PRRS on the rate of growth. Elimination
of the virus is impractical chiefly in terms of ROI
(return on investment), although reduction is a goal
worth consideration. Most efficient, however, is to
maintain growth rates after infection. Limiting gilt
acquisition and proper acclimation are the most
efficient additional steps, although the current
program of vaccination will have to be maintained.
(
PRRS
purrs
. gilt
.)
이 글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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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sell fat pigs, don’t let PRRS stunt their growth. It
costs too much to get rid of the virus, but you can
keep sick pigs growing if you vaccinate them, don’t
buy more gilts than you need, and don’t mix them
with others until you’ve exposed them to the virus.
수의사가 이처럼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없도록 글을 쓴
이유는 무엇일까? 그런 이유 중에 타당한 것이 있을까? 세
가지 버전 사이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을까?

TASK
3. 1주일동안 읽은 글의 스타일을 기록하라. 특히 쉽게 읽히는
문단과 어려운 문단을 복사해보라. 그러한 글을 더 읽기
쉽게, 또는 읽기 어렵게 만드는 특징들을 찾아낼 수 있는가?
읽기 어렵게 느껴지는 곳을 좀더 쉽게 고쳐보자.
4. 레포트팩에서 지루하고 모호하고 관념적인 문장으로 가득
찬 보고서를 골라보라. 그것을 최대한 생생하게 고쳐보라.
구체적이고, 생생하고, 감정을 자극하는 말을 최대한 써라.
속어에 가까운 단어들을 써도 좋다. 글이 개선되었는가?

xcen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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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말 속에 담긴 감정과 사고방식 언어와 이데올로기
REFLECTION
1.

TASK

나이키 광고를 다시 보자(p.428).
,

.
.
,
.
.

Sure, working out’s all fabulous the first month or
so. And then somehow, the treadmill is about as
appealing as that ex-boyfriend of yours with the
color coordination issues. Luckily, new Nike
Tuned Air (with the perfect combination of
cushioning and stability) can help you fall in love
with your workout all over again. Which is more
than we can say for your ex.
이 광고는 언어를 넘어서는 무언가로 젊은 여성들에게
어필한다. 문제의 구조(그리고 요정이 도움을 주는
이야기)를 세일즈피치의 일부로 활용한다. 이 광고에 나오는
문장들을 공통바탕, 문제진술, 주장/해법 등 단계별로
구분할 수 있는가? 독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입하는
영웅은 누구인가? 이러한 구조적인 설계는 언어 못지않게
가치있는 어떤 것에 어필하는가? 매력적인 영웅에 의해
구원받는다는 아이디어는 보디빌딩잡지를 읽는 여성들에게
매력적일까? 독신여성잡지에도 이 광고가 통할까? 남자들이
보는 잡지에서도 통할까?
2. 최근 하인즈는 10대 아이들에게 어필하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광고를 내놓았다. 10대 청소년들에 대한 조사를
하고나서 광고회사는 전통적인 접근방식을 폐기하고, 소위
‘음란한 케첩rude ketchup’이라고 하는 TV광고를 만들었다.
TV광고뿐만 아니라 인쇄광고에서도 “그거 먹는 거야? Will
work for food”, “그런다고 브로콜리가 맛있어져? Can’t help
broccoli.” 같은 재치있는 문구로 사람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이러한 광고문구들은 10대에게 어떤 가치에
자극하려고 했을까? 그러한 가치에 당신도 동감하는가?
3. 우리가 동의하는 사람들의 의견보다 우리가 배척하는
의견을 지닌 사람들의 언어의 감정적 변화를 보는 것이
언제나 훨씬 쉽다. 왜 그럴까? 이것은 독자들과 맺는
관계에서 감정의 역할에 대해 무엇을 의미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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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가 사립학교에도 자금을 지원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이슈가 되고 있다. 정부지원을 주장하는 이들은
이러한 정책 ‘바우처시스템voucher system’ 또는
‘학교선택권school choice’과 같은 말로 부르는 반면,
공립학교에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사립학교에 대한 정부지원state funding of private
schools’이라고 부른다. 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반영하여 작명해보자. (430쪽 안락사에 대한 명명 논란을
참조하라.) 논쟁의 다양한 측면을 최대한 반영하라.
동성결혼, 이민, 소수자우대정책, 학교출입구에 금속탐지기
설치 문제, 교복자율화,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등 다른
주제를 선택해도 좋다.
5. 은유나 비유를 사용하지 않고 글을 쓸 수 있는가? 비유를
전혀 쓰지 않고 문자 그대로의 의미만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가능할까?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에서 한
페이지라도 비유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이 있는지
찾아보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의 상당부분은
은유나 비유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얼핏 읽었을 때에는
그것이 비유인지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비유가 없는
문단을 찾았다면 비유를 넣어 다시 써보라. 비유가 없는
문단을 찾을 수 없다면, 비유를 모두 빼고 다시 써보라. 원래
문단과 고친 문단을 친구에게 읽어보라고 한 다음 어떤 글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라. 비유를 쓰느냐 쓰지
않느냐에 따라 글을 쓴 사람에 대한 인상은 달라지는가?
6. 과학은 객관적인 학문으로 여겨지지만, 과학자들은 글을 쓸
때 대부분 비유를 활용한다. 예컨대 이미 오래전 다윈은
‘자연선택’이라는 용어를 설명하면서 자연을
인간행위자처럼 대했다. 실제로 학교에서 교과서로
사용하는 과학책을 들춰보라. 비유가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지 찾아보라. 특히 명시적으로 비유나 은유를
활용하여 진술하는 사례를 골라보라. 그런 비유를 쓴 것은
글을 쓴 사람이 객관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할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7. 445쪽에서 미국독립선언문에 등장하는 구상화 진술사례를
두 가지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구상화 진술은
독립선언문에서 더 찾아낼 수 있다.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글을 썼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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