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르머l니데스의 자연이해와 

로고스의 실정성* 

7J y- ..s.. 
口 1:i, 

자연에 관한 서양 고대의 이해와 접근방식은 여러 방식으로 그 특 

정이 이야기될 수 있다 문화사적으로 볼 때 이 시기는 구술문화로부 

터 문자문화로의 이행이 이루어지고， 문자문화의 기본문법이 체계화 

되는 시기라는 점에서 의미 있게 특징지어 진다 이후 문자문화로서 

서구문화 일반음 균제하게 될 제반 균범체계가 형성되는 것이 바로 

이 시가이다， 서사문학의 문자화， 서정시의 형성， 의학문헌， 역사문헌， 

철학문헌들음 중섬으로 새로운 문자문화의 영역들이 성립， 분화되고 

이 영역들의 체계화 작엽이 진행된다， 그라고 문자절서에 의한 인간 

경험의 정라와 체계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아마도 가장 먼저 그라고 

가장 극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영역이 바로 자연이해의 영역이라고 

까지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변화는 우리에게 자연철학자라고 알려진 

일단의 사람들에 의해 진행되며， 오늘처럼 학문의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이들의 작엽은 좁은 의미의 철학에 한정된 것이기보다 오 

* 이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1998년도 중점 연구소 지원 연구과제 (3년 연구 

과제)의 지원음 받아 수행된 연구의 결과묻이다(KRF-1998-005-BOOl03) ， 

** 서울대 철학과 교수 



… … 
仁난의 학문 일빈을 포괄하七 성걱의 젓이었디_jI_ 한 수 있디 이런 

증더 폭넓은 의미에서의 철학 작엽은 이 새우운- 영역들과 기존의 구 

술 서사-문화를 진체석으구 낌 T;;εl면서 진리c.l---~ 이념 이 ι11 인간과 

세계에 접난히 는 세 무운 진서의 형성작업 c.l-_il_ 한 수 있디 회란 사 

연천학에시 시식판 이 식입은 소펴(드외 소큐라베"':+수 가쳐 블라꼭 

괴 아피(보텔레{에시 얻단 좋합적인 세계회÷÷ 이 I’게 판나 

시양 자연이애의 이런 낙적인 전회의 선누에 시있는 천핵자가 l-l} 

보 우미가 이 금에시 나 I 려는 파료메니너v，라고 활 수 있다 끼워천 

6세가에시 5세시에 김쳐 이대마 남부의 엔레아에시 주보 활농한 것 

으보 압려친 파료메니너|까의 사싱은 나른 영역에시외 킴이 자연이해 

의 경우에노 역사 검정적인 궤노블 놓시| 뇌는데， 이던 사정은 의외로 

주목의 내상이 뇌~- 있지 못하다 년편(fragmcnLS) _0_로 」선해지논 육각 

운 사에 담긴 그의 사상은 후히 서양 형이상학의 년초요， 논2-1 적 사 

~-의 시초이며， 현상과 실새라뉴 인사논적 1'-분의 흔1말쥐。-로 평가된 

다‘ 형이상학과 인사논 그리? 논리적， 이성주의적 사유의 촌발점에 

그를 놓논 사상사， 협학사의 선통의 그늘에 가려 지금까지 증분히 부 

각되지 뭇했으니 그기 비무 현상파 섣재의 선벙한 구분을 시작했디 

는 전에 주꽉;-1 여 우려 L- 그를 또한 서양석 사연이해의 방향을 걸정 

한 시람으무y_ 1챙기한 수 있디 

“사연에 관히여"(peri physeos)마는 재꽉이 븐여셔 진헤 9.七 단핀에 

서 파르메니데스는 우려의 감각경힘을 능해서는 진상이 피약될 수 

없으1 tl 9.믿지 이성파 그 이성의 판단에 의해서낀 존재히七 것들의 

집싱이 -.::::퍼남 수 있다는 시양 이성주의의 선명한 입상을 천명한나 

생성 소변하지 않으며 시간을 념어시 항구 불변하는 자연의 집시라 

는 이념이 ‘ {의 :뭇재 개념고} 합께 배내판나 ‘ f 의 이킴은 입싱븐 우 

미가 김각을 통해 경험하는 자연세계듀 선펴할 수 없는 샤싱의 세겨| 

보 규정하고 이런 샤성의 세계듬 념어 추]정한 집재의 세게샤 있나는 

시구 이원묻 전풍의 시원이 판다 시구 자연이해의 행성에시 파료메 

니테스가 수행했딘 이논적 역힐은 그 증요생에 비해 지금까지 증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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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주딛되시 뭇했디 L 평기기 기능한데 이런 시정은 그의 단넨애서 

이븐비 ‘진랴’ 부섬이 시닙끼시 논의의 주 대상이 되뇌 그애 상 g-8] 

여 그의 입장이 감각석 경힘세계에 대한 펌히미L 상두석 시각 이에 

접난되이 왔디 L 전애서 그 이 8 기 찾이진 수 있을 것이디 이런 이 

유 이외에 나른 한연으노 l의 문헌이 지니는 생격에시도 업마간의 

이유가 젖아죄 수 있나 이른마 의견의 김이라고 이π 붙여진 부분을 

보대노 하여 l의 자연 이해까 논의되어 왔는네 운현의 이 부분은 

대부분이 산성되었으며‘ ←f섞한 단편1직 싱격 때문에 전해오는 부분소 

자도 기의 연구자E의 수복의 대싱이 되지 섯했나 전해지는 단편 가 

운네 대부분이 친마 부분이며 연구자E이 수도 이 부분의 숭요싱에 

주목하변서 파E베니데스 연 (가 신행뇌어 웠다 이 부분의 해석파 

관떤해서 파금메니데스 연 (λ}의 겸정적 선환점이 뇌었닌 문힌ξ K 

Rcinhardl의 시소이었다 1 ， 미록 신리의 세계는 아니디라노 감각에 주 

어지는 세계에 관해서노 제한된 빔위에서나마 의미 있는 체계화가 

있은 수 었다는 방사P로 닌편의 후반부에 내한 파E베니데스의 입 

장이 새해석뇌변서 이전에는 논의조차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딘 지언 

에 관한 피므매니데스의 입장이 논의되기 시작한디 

피므매니데스의 문헌은 냉싱 ψ품와 이에 이이시~ 진랴의 간이며 

불랴 L 부분파 미死껴들의 의견(doxa)의 간무 불랴 L 세 부분으무 니 

귀이 띤집된디 서시틀 재외한니면 칫째 부분은 피므매니데스석 존재 

세계틀 이야기 61 ;_: 부분이이 두 번째 부섬은 우리의 감각을 싱헤 집 
난되 L 세계애 관한 의견을 둬-"- 있디 진랴의 간무 불리L 부분이 

파브께니네〈의 자연관을 논의하는네 극게 수복되지 않는 데는 닫론 

이유가 있나 이 부분에시는 우미까 깅현하는 자연세게까 생싱 변회 

외 多의 세게노 J 것으} 준재노사 싱격이 부 인되고 더불어 엄격한 앙 

의 까능싱 또한 부인되는 것이나 생싱괴 소며‘ 변회외 운농‘ 자이외 

혼함이 전면 부인되는 즌재의 서1게에시 생생‘ 소여 변회 운동， 자이 

1) K. Hcinh3Tdt. p，ωm.enidcs L““/ 이e Gιschι.'hte der Griechischen 
Philasopl1ie 19H Bonn 



1 씻4 

와 섞임으무- 기득한 자연세계기 빈딛을 톱이 없디- 그에서 피므메니 

데스의 입장은 그의 시의 진빈부와 관련히여 혼허 무세계문이마 iL 

불펴셔 왔디 세계기 시마셔 버린 세계 없;L 이문이과는 것이디 

2 

피르매니데스의 사연이해를 살파L 일은 디음의 상이한 서l 방식을 

당해 시 y_될 수 있디 

1) .지연’이라논 땀의 희팝어에 해당하논 physìs라는 어휘가 파금페 

나디l스의 운헌에서 어떻 ;11 M:이논지를 삼피? 그 특싱은 삼피 

는 일이 그 히니의 방식이디 

2) 디음으핀 파므매니데스 자신이 여신의 입 g 능해 제시히 iL 있 

는 사연 세계에 관한 언타들을 분서 ;-1 이 그의 자연 이해를 검 

π히 는 일이 기능한 것이디 

3) 미지막으무 의견의 긴01 마iL 벙벙되 부분 뿐 이니이 진려의 긴 

부분에서 이야기되 자연애 관한 언다들을- 김 1;t 히 iL 그 성걱 -g 

F러내는 삭입이다 

이 세 방식은 상호 배칙석인 것은 이니디 9.히펴 이 세 방식 모 

두를 싱헤 파코매니데스의 사연이l 관한 이헤기 제대믿 드1:'1난 수 있 

을 것이디 그의 근이 단핀으P 진해 9.는 인류 이떤 전에서 이 모든 

방식을 능한 접난은 필수석이己liL 끼지 한 수 있다 그것은 physis과 

는 개념의 의미헝성의 단거l~ 섣펴는 일이민시 또한 우마샤 자연세 

계라 부료는 세게에 대한 파료메니데{의 태도듀 이해하는 띤이며‘ 

나아가 ! 세계에 대한 이론적 식입‘ l마고 우며샤 파익하는 자연세 

계에 관한 없의 싱격에 대해 파르께니데(샤 어떠 입상을 취했는지 

듬 밝히는 식엽이 된 깃이다 이 금에시는 physis외 ., 同tR 어후1 듀 

에 대한 파료메니데(의 사용이 캠보되는데 특히 놈의의 ;주:접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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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것이다 이른바 의견(doxa) 부분으로 알려진 파르메니데스의 자연 

에 관한 논의는 이 글에서 일단 제외된다 physis라는 개념이 등장하 

는 구절이 모두 의견 부분이라고 알려진 단편들인 만큼 의견 부분에 

관한 논의는 이 개념의 논의에 한정하는 것이 되겠다 의견 부분음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의 성격에 대한 파르메니데스 자선의 언 

급이 해석될 필요가 있는데 plηSlS 개념의 해석에 필요한 한도 내에 

서 제한적으로 이 작엽이 이루어진다， 사실 파르메니데스가 자연음 

보는 서구적 관점에 준 영향은 그가 의견의 길에서 개진한 자연에 

대한 직접적 언급 때문이기보다는 그같은 자연이해와 접근 방식이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으며 어떤 새로운 방식이 필요한가를 이야기 

한 진라부분의 언급에서 찾음 수 있다 그라고 그의 이 입장은 이후 

오늘1날까지 서양 자연관의 기본적 관점음 결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라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본격적인 작엽이 필요할 것이나 이 작엽 

은 별도의 논문에서 다루기로 한다 이 논문은 파르메니데스의 직접 

전승음 담은 자료를 제시하고 physis에 관한 해석음 통해 그의 자연 

관의 특정음 들어 내고 이런 입장이 우리가 논의하는 ‘실정성’의 개 

념과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지를 밝히도록 한다， 

3 자료2) 

「자연에 관하여」 

단편 1 

충동(thymos )3)이 미치는 데까지 나를 태워 나르는 암말들이4) (나를) 호위해 가고 

2) 앞의 아낙시만드로스에 관한 자료와 마찬가지로 여기 제시된 파르메니데스 
에 관한 자료들도 정암학당의 ‘소크라테스 이전철학자들의 단편’의 미발간 

화일(2003년 아카넷 출판사에서 발간 예정)에서 가져온 것이다 뒤에 나올 
구체적 논의 맥락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은 일부 수정하여 사용할 것 
이다. 



… … 1 

았었다 그는이 나듬 이끌어 이이기 풍성후l(polyphemos) “ 여선의(d따imollos)G) 킥두 

'1 케 싼 우에 
이든 사틴 (;\0者)응 꼬는 T도시을T 에 인인이7'1 더]라니 주는 7 길도" 

서기시 나은 얘워 남라서Jl 있있니 걱 거기사 이주 맹민한 암말들이 마차득 좌변시 

151 나듬 대위 나느고 았었고 치녀는이 각은 91cr. 하고 있었다 

숙욕 "1 무1 동든 속에서 얻을 니1 만서 퍼리 ←리를 니l 고 있었다 

(등이가느 두 바퀴에 의 '11 

양쪽으도부FI 입 S 받Jl 있있기 띠]둔에)， 
녁스(빔)의 꺼음 떠，+ 벚음 향해 으 행미 9 스(대양)의 영늠 (Heliades "l이 치너늘 9)0] 

[101 내리에서부터 더울을 손。모 1괴이짓히끼는 (니를) 서퉁이 호위해 샤꺼 있을 얘 

서 기 에1 되 '>-_.(1감)와 에마르(낮)의 길들의 둔이 있Jl 

7 둔응 이래 위 양쪽에1시 성연방과 등로 뭔 문티이 에워싸Jl 있니 10) 

그며고 아。1 대느。11 있는 그 분ε 키다린 둔싹는 덩 객 차 았는데 

많이 밴 추늠 미키111싱의(의 여신))/1 _!_ 딛짝든에 맞늠(amoibos)ll) 영셔를 /1 지 ] 있다 

[151 커니든이 부드미운 맏도 」너를 달래만서 

영리히게 섣특했니 어시 시기들응 위해 내려진납목으로 꽉 걱어진(balanmo~) 

3) ‘맘등의 증동으쿠 배는 슈타인IStcinl 등 외에 대 q수 해사사듬이 나의‘ 증 

동으우 이해한q 
4) ‘나듬 태위 나己는 암말듬이 충농。l 미치는 데끼지”로 옮길 수Lζ 있다 

0) ‘유벙한 으루 볼 수P 있고 j많꺼 낸 고(πnortJ가 담긴‘으루 볼 수루 었q 

(i) 섹스투스의 텍스브대로 읽었다 。1 '여신’은 건행의 여신 (Lhea)파 샅은 대상 

음 가이킨다， r， 난 「 있다 한편 아타인의 독해를 따이 여신닐 (daimones) 
루 암으면 이는 뒤에시 j대양의 띨틀’이라고투 시칭디는 u}η틀응 가리컨나 

고볼수있나 
7) 비스브가손상됨 딩 t 2..C.시뇨 T 애 일일이 대신 9_~:- t;ζ시닐 T음 지나 

서’로 옮길 수노 있다 

8) hc기 2쟁의 끼 g 기 el 7， 1 다고 보았디(펴어리 꺼럽 ';;' t:1 수의 션히i) 바보 맙 

의 여선 g 기리킨디고 보는 건히]í구펠라보/， 민ι엠트 등)도 있는，1] ， 이 션 

히)픈 띠르띤“7 끼보‘ 니1 선 「 여시의 보 운/1 수 있디 
g) - 5행의 저녀듬 

]()) PaLin은 상인망은 하늄음， 문틱은 땅음 11]유한 섯。로 본다 

111 ‘세싱의 우 옮시는 사꽉듬P 있고(타한(Tärán) ， 피갱젤Ifränkdl 등 1 ， ‘바낮 

g- l:l}꾸는으보 이해E↑는 사강든도 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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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상은 문으며 111 터 면어내 님라고 그"1고는 이 분。1 

마에 I과 팬。도 찌 맞줘진， 청농。도 된 , 회전시둥을 (숙박이)구TlJ 121 속에서 

먼깅이 을린 후에 

환쩌 나래 파듯 일리면시 문꺼들의 쩌 벨어진 등응 민들어냈니 

1201 그러자 그 문음 종해 
곤장 처디듬이 마치의 암맏든을 마지실로 이같었다 

7리 il 이션 11 ，이 나득 반갑개 맞이들였든데 (내) 오른손 -g- (시신의) 손으도 

이삭고는 다음괴 같이 jρòf변서 대거] 익음 걸었다141 

오‘ 불시(不死)의 마부든파 더붙이 

[25] _j_미를 에워 니己늠 암맏든과 함께 ?러 집에 온 젊욕이(J，. our')15)여 1 

작 왔니 7대 득 이 걷도 오도콕 보내순 것은 나쁜 모이라(운영)가 

아니닝f(심덩 이 끽 ξ 인사는이 넓고 다니는 킥에서 멍 "1 띄어져 있으니까 하는 

맏이다) 

테마 λ(응음)와 디케(정의)이나 말이니 시 7대든 모는 것을응 매워야 한니 

히편으두는 섣늑럭 있는(εupeitheos) 1 fi I 시며의 111 동(不動)의 가츄괴 

13이 다든 회펀으며는 가사자는의 의건는음 。1 갓는 1이 걱애는 찬년 확승(pi~ti~)이 

없다 

7라나 「넘어1도 올 /하x'대은 이것을도 매우개 될 것이니 받아들이시는 것들 

이 어떻게 

전부 온동 있는 것。모서 IS) 받아든여질 끼 밖에 없었딘 '1 를 

민펴 2 

자， 이제 내가 만힘 터이L]， 그대는 이야기(mytho~)듬 는고 살 사직하라 

남구의 이떤 실든마이 생각을 위해(noE'sai) 있늠지 

7 증 히나은 있니 (c시in )191라는-，리Jl 있시 않응 수 없니라든 길로시 

1~) 화 혹은 문쩌귀‘/ 

131 ~니케 
14) 여산이 딴약 한며이로 。l야기했다1;:[ 야마노 정중한 경이등 사§ 했시나 저이 
노 ‘하게 제 정2_c_뉴 사 g 했용 섯이다 여기서는 순션히 。l해의 편의상 속 말 

의 내용에 주목하고자 하/1에 낮f 맘의 간맹렘응 이용하겠나 
1:5 1 타란은 선 ~I 천성꾀 ?1?1 천성낀의 치이’든 드미니1는 까현으보 보았디 

161 세스듀스 등의 사본응 따랐나 힌언 션표리카우스의 λ}본，0_- cukyklcos(_아주 
Z 니)무 위고 있나 

17) 속 의견닐 

18) perönta 니1 선 per ont:1보 읽는 시천듣 g 띠렀디 



잉
 

-

페이도(낄늑(의 여선))의 끽。1며(왜냐하연 선 "1듬 따느기 매수F애20)) 

[51 다른 하니늠 있지 않다이는 _l ?-l 고 았지 않을 ; 박에 없다이는 실모서， 

7 걷은 전혀 uB -~-ol 없는 강이라il 나은 「대에개 시적히은 바이니 

왜냐하면 "1도 。l 있시 않은 저 g- ，_디대는 알개 될 수도 없응 것이J1_(왜냐하면 

심행가능회 익이 아니기에) 지시힘 수\'. 없은 깃。1 기애 

만'J ] 
패나히면 쥐은 것이 생각함.21-1응 위 '11 또 있음응 위해 있기 떼둔에 

민펴 4 

그런데 멍 "1 띄어져 었음이11 \'. 픔구하고23) 팍고하세 지성 겁이] 있는 갓는은 바라 

멍미 24', 

왜냐히면 7것은2δJ 있든 것 S 있안 것에 걷어 있음으도부FI 떼어내시 않S 터JLJ 까， 

7 것이 전적으도 질시에 띠라2fi) 모는 곳에 퍼져 있는 싱얘에시도 「영 수 없 S 

깃。1고 

10) cSIÌn-,ð 영어의 ‘(!t) 1ι에 해당하는 막 」리스어 7문꺼 득정도l지 않꺼 3인 

칭 주어 11의 생략응 허용힌q 생략꾀 주어 ;1 과인 무엇얀가 (흑꺼 루대 -'11 

생략，1 주어라는 깃이 있는까)， Is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 이제까시 수많 

은 해석기듬의 세안괴 τ갱이 이두어져 웠디 여기서는 ;저히 먼역상의 펴 

의 때 ι에 있디‘보 번역히였으니 이디’라는 의미픈 함께 기선 수 있는 믿 

이라는 선 g 위의할 푸l요기 았디 

201 원래 사본대 딛는 ‘진리까 따르시 때문에’ 
~l)혹은‘생기됨 
22) 바라 휠니(]j.이schcr) 등응 "1 긋 싱당수 해시/띔이 이런 7문 분사응 시지 
하고 있디 딘선Diels) ， 히이춰 lHeitsch) 등은 등인성 {i상으보 보고 있는 

미， 이는 텍〈트 척닫지인 콕데벤 A와 윤보티 T_/'으1 생각이기도 히디 후지 

의 분석니]보 움기띤 “생각한괴 있응은 g인한 것이기에 ‘ 

23) homδs(öμωç) 대신 homδ5(야WlÇI 우 읽는 빙시P 있나 예컨대 이번 빙시응 
취하는 서)등라는 이 행응 ‘」번데 멸리 필어서 있는 깃듬응 확고하기] 겹에 

있는 것으보 에간이 지성으보 바라보라’보 움기고 있다 

~4) 혹은 ‘학 -l/_하게 겸애 있는 섯뇨음 지성。로 "1 이보이” 혹은 “겸애 있는 섯듬 

응 시싱으우 확고하기] 세라” 

2끼) :f 지성은 역지는 8potfficXel픈 fut. ind. 8Ct. .3rd pers. sg 보 낀주히였는 
데， 이것용 fu L. ind. med. :!nd Ilers 、띨로 난 경?든 7이가 그대는。로 
비뀌게 된다 

2GI 타란은 진서있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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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그러하게 낌끼l 겸꽉뇌어 있는 상태에서누 그런 수 없음 갓이기에 

민펴 5 

「런데 어니시부FI 내가 시직히는 내 '11 건 

마잔가지다 왜냐하변 그미 두 나는 다시 딛아감 갓。1니까 

민펴 6 

띠해지고 생샤피기 위힌 깃 tr 있어이만 히다~7) 왜냐하띤 그깃 ξ 있휴음 위해 

있지마，28) 

무(~미)늠 」렇지 않。니끼 이것듬을 규규이 생각해 멍미끼 니늠 」디]에게 딩관 

니 29) 

왜냐하띤 그내듬 뷔구의 이 각며 111 터 우선 〈내가 제지하는데 >30'， 

」이니 」 다음 。 로늠 샤사자든이 아무 것도 알지 I하민서 

[51 디|리가 둘연 채도 헤애든 (왜냐하면 7들의 가슴 속에시 무71 녁항이 

빙황하는 생/l-(nα)s)'l1l은 지배하고 았기애) 그 끽며 111 터 (그대듬 제지하기애) 그는ξ 

꺼넘고 동시에 눈먼 상대여 돌린 채덩 강1 난력 없는 111 미며서 。1끌며 다니고 있는데 

」든에게는 있음과 있지 않음이 감유 것。도 또 갚지 않휴 것 。도도 동 성되아 왔다 

7런데 (，글) 모두의 길은 되돌아가는 걷이니 J21 

271 버넷(Bume!1 콘포드(Cornford) ， 휠셔， 레이븐(Ravenl‘ 요헤(0\νen) :;= 이 
와 디 른 구ι u] 악은 cll 처]고1 디 S 꾀 간은 11 부듀보 q 뉘디 말히는 것괴 

생각 하든 섯은 실시]7-1 (reall이아야 한다 "( s}이텔(H에deD. 딜스， 베 己데니 ? 
스(、 erdenius) 능)로 이해하든 망식」냐 “있는 것이 있다 l/_ 말 s} 이 생각해야 

한다’ 혹은 ‘있다， 1. 말s} 이 생기해야 한다”로 이해하든 망끽이 그것이다 

281 흑은 ‘있 Sg 위한 것이지인“‘ 7것은 있g 수 있지민” 
201 스고래이J(Mrs. n. Kcm Spra밍uc)에 의하면 이 사이[즉 j벙한나’와 ‘왜냐 

하면f λ}이]에 만언 7의 1행이 듬어가야 한나 。1 런 수정 제얀-?_- 3행의 누벽 

민어에 대한 섣「잉의 어려움에시 1.1온 고육지잭이나 」러냐 3행에시 ‘우선 

제지히는 /1g 난펴 2의 것 낸째 시보 보지 않g 수 있디벽 이 어려 S은 생 

기지 않는디 

301 딜스의 배 증 바라 하이쥐 등? 01 맘 뒤에 콩맥(lacuna)응 싱정하고 있나 
」등의 제인 또힌 j우선 제시하는 길응 민언 2의 칫 빈째 길쿠 세는 데시 파 

생한 깃이나 
ll) 혹은 지성’ 
.32) 흑은 “모든 것틀의 '1은 척도된 끼이디 1 이 우분 역시 여시 지선익 인L성이디 



” ” 

난펀 7 

왜냐하민 。1 것， 즉 았지 않욕 것든이 았다는 것이 상 9 되이서는 길구 안 되나끼 

오히려 「대 은 탑 "으] 이 길로부sl 생걱 응 끊어라 

7리 il 많은 경언에시 나g 습관이 (，대득 1 01 걷도 (가도콕)， 
즉 수복하지 풋하는 눈괴 산소며 가늑힌 귀와 혀듬 사용하R록 깅제하지 

[5] 끼하게 하마 다마 니도부디 맏혜진 많욕 싸움을 김욕 띤박을 

。l 지(logo'l 득 가 _I，l ..Jl 판민히 라 

난펀 8 

긴이] 꺼후] 이이기(mythos)가 아직 하나 더 

남아 있다 았다”이는 이 실에 아추 많우 ~지든。1 

있니 있는 저은 생싱되사 않」 소던되/，1 않으며 

욕신힌 후1 옹류의 깃(oulon mounogεn~~ )33'，이고 흔는린 없으며 원겸뇌 깃(ede 

tdestol1꺼)이 이늠 

[5] _!_것욕 인센 '1 있었딘 것도 아니끼 있게 닐 것도 아니다 왜냐하민 지끼 전 

부함께 

하나두 연끽 저인 깃으덩 있기에 그삿의 어띤 생셔넘은 \A제 그대가 잣아임 

것얀/끼 

어떻게 무엿으도부티 7져이 시라난 것인가? 나은 「디대가 있시 않은 저으도부 

터(라고) 

띠하기나 생사하는 갓은 허용하지 않음 갓이다 왜냐하띤 았지 않다 라는 깃ε 

맏한 4 도 생각할 ;도 없시 얘[이다 」러까 이떤 핑 ~jl 

[ 10] 번지보니든 나강에 7것이 무(無)로부sl 시직혜시 시라나도콕 강요했겠든가? 

따라서 선적으두 있기나 아니변 시저으덩 없기나 해이 힌다 

또 약증의 힘욕 있지 않은 것 。도부디 3‘ l 도디l 채 이떤 것이 

」것36) 쥔에(par')37J 생겨니도폭 허성하지도 않을 것이다 」것을 위해썼 다게는 

.3.3) 윤두FI르큐의 읽기는 esh g8I αllomeles ,/ mounon mounogenes 
341 원래 사본에는 ed' ätclcstOIl 

:lõ) 이언하己브 다관 등은 텍스브듬 ， 1，서서 있읍。로부디’로 읽는다 

361 즉 있는 갓 
:17) 혹은 이외에 (젠래， 딜스 능J 
,38) 괴민1(1ιenen) 등이 이렇세 번역마 FI 린은 ‘7 때 ι 에’보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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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쇄듬 품어서 생겨나R록 'f 소1을하\-.특 허용하지 않있고 

[15] 요히려 파 울든기 있다 이것든에 관한 판다휴 다g 파 같욕 것 속에 았다 

있서나 이나면 있시 않거나이니 " -，래시 필연인 바 「디대도 

한 걷은 생각될 수 없든 이륜 없는 강도 내버라두j_I_(왜냐하면 7것은 칩뭔 

끽。1 아니늬며) 다든 ?"I- 걱ξ 있고 11짜이누특 허용힌다는 띤정이 L뀌 cj 저 있다 

」얀이] 이떻게 있늠 것이 니중에 있을"， 끼 있겠늠샤9 또 이떻게 」것이 생겨닐 

수 있(있)겠든가? 

1201 왜냐하띤 생겨났다변 그갓 ξ 았지 않고 언젠가 있게 됨 깃이라연 역시 있 

지 않 '1 에 
이난 식。모 생성은 꺼져 없이섰고 끼、멸욕 든려지 -10~1 않늠다 

|그깃 ξ| 나누어침 수 있는 갓누 아니다 왜냐하띤 끼치)가 τi잊하기에 

또 여 '1 에 다4、 디 많이 있지도 않기 (_L민 상에늠 」것이 함께 。]이져 있지 I 
히도록 막게 될 것이나) 

다소 더 적세 있지R 않으며? 히며 선제는 았는 깃으덩 가늑 차 있다 

12치 이번 띤사으두 41) 시치)는 연끽 저이다 왜냐하변 있는 깃이 있는 갓에 다가가 

시 때문이다 

그래나 |그삿 ξ| 카다란 끽박늘의 힌계늘 안에서 l11 동(不動)01 며 

시삭이 없。 1 깨 」김이 없는 것。도 있다 례냐하민 생성파 4、멀욕 

이주 멤랴 찾거나 띠곧이니니개 되있는데， 침뭔 확응이 7것들응 믿쳐낸 져이기에 •" 
S 인한 것 안에 S 인한 것으로41 ， 디|물러 있음으도씨 7 시제민으로 놓이 있i'. 

13이 l.f_ 그런세 확고하세 그 자며애 머둘라 있다 왜냐하변 강회 아낭케(핀연)가 

」것을 벙 퉁미 에워씨고 있늠 관계의 속박든 안에 [_l것을] 꽉 불든끼 있 '1 때 

문이니 

」이η도44) 있늠 것이 "1 완성이이늠 것욕 옳지(Lh디_nis) 않다 

:lfI) epei써 I 마()] 헤시카오스 사션파 딜스의 읽기 카긴스텐(Kar아야1) .:4 아다인 

음 따니-1- epeiL r aIX)]oiLo로 염。띤 소멸될’ 

.101 흑은 매워지지’ 
411 흑F ‘」러므우’ 

.121 껴 “쥐된 획증이 생성괴 소멸 g 민쳐니1어 7것듬은 이주 멍랴 쫓기니 떠꼭 

아다나거] 뇌었기애” 
431 ‘통일한 깃 인어r는 정 ? 이동Oocomoti이11의 ? 정 ‘동엘힌 깃으우’는 [질직) 
변화의 부정 



) % 1 

왜냐하띤 겸핍려 깃。1 아니며， 만잊 겸i입되 갓。1라띤 그갓 ξ 노드 깃이 겸i입되 

것일 에니끼 

S 인한 것이 생각되기 위해 있」 또 7것에 의해 생각이 있니 45) 

1351 왜냐하띤 았는 갓 없이 |생각이| 표현뇌 히에서는 그깃에 의슨하는데 --4-G) 

」디l는 생각함을，-17) 잦지 끼할 것이시에 례냐하민 았늠 것 바깥에 다른 」 이떤 

것도 

았기나 있게 됨 깃이 아니기 때둔이] 왜냐하변 _IL 0] 닝μ운멍)가 바덩 。1 갓음 으꺼 

하끼 

부웅의 것이제까 속박하었 '1에 」이하다 이것에 대해 P든 이곰든이 불여져 왔마↑" 

가사사들이 침되니」 맏Jl시 놓은 모는 。l륜들이 

14이 즉 생셔나고 있음괴 소1을피어간 있음괴 있지 않휴 

」리고 장4、를 바강파 띤욕 색갈을 (맞)바강 등이 

7라나 밴 바깔에 한계 -19)가 있기에， 겨것은 완결원 것， 

iiE 띤변으며 111 터‘ 0) 아수 놓근 J의 덩 어 "1 와 흉사하며， 

숭잉으덩 111 바 iiE 꿋으며 똑같이 뻗어나오F 있는-(isopules) 깃이다 왜냐하연 그갓이 

[45] 처 '1 멍다 여 '1 에서 sn ιη아마도 더 크다듀 '1 ι꺼이미도 더 삭다든시 해 

시은 얀 되기 떼문이니 

HI 타란은 “왜냐히띤 때 {i이디”보 낸역 

4;;) 혹은 “생기 하늑 섯파 그섯애 관해[혹은 그섯 때문에] 생기 이 있뉴 바의 그것 
[즉 있유]? 동일한 깃이q，" 타란꺼 ‘생각히는 갓과 (생각의 대싱이) 존재힌 

나는 생각3 동일힌 깃이나”라고 움긴q 

4(i) 다관은 있뉴 것 없이 언표된 섯 치에서 

471 바라꺼 생각응’ 

4íl) 심픈다1 키 ?스의 'E 다근 사본용 받아듬이 1;:[ “그냉기 때문에 민 섯듬이 [단 

지] 이큼이 될 섯이다’로 번역될 f1L 있다 
191 흑은 i꺼 이 ?7’은 미분히 공낀적 함까g 기지고 있는 것으보 보인디 악에 

서 있 S g 기숭댔던 숭어 ~1 끼이 없는 것 (8telestα，: 8 .. 1)의 정우， 만인 우 
이가 사본뇨의 독해등 f정 없이 그대로 받아닐여야 한다낀 시간껴 의미로 

이해5누 섯야 한 망법일 수 있용 섯이다 J그침이 없는 것’ (apau셔00: íl ， ~7) 

파 유사한 의미로 
:501 ‘모든 양면으보우터 든 윗줄에 울여 보는 해삭기플이 [응았디(그란츠， 쓰랭7멕 

만/‘델트1 티린 거쓰라 :;=-), Î렇셰 보면 「것은 노든 방면으i부터 완검년 

것， 아 「 둥듀 J의 덩이 ι]외 흡사하며’로 옮길 수 있음 섯이다 윗즐애 붕이 

지 않는 이유에 관해서는 무넨이도스의 채 1~:j 꺼 -1'- :24를 참조학 섯 
:511 ‘지기보디 여기에서 네시 i여기 흑은 지기에서보 $기 수도 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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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변 그깃‘]이 같ξ 깃(h이non)에두 뉘딛하는 깃은 미음 단히 있지 않ξ 갓이란 

았지 않딘， EE잔 있늠 것욕 있는 것 샤운비 더 많욕 것이 여시에‘ 」리고 디 직 

은 것이 

지기에 있게 되는 7런 방식으도 있사 않기 떼문에 왜냐하면 「것은 전제가 날 

가침이기애 ‘ J , 

왜냐하민 디든 방민。모부디 가신파 농등딴 것。도서 관게든 안에 균일하게 있 

기에 54) 

[50] 여 '1서 니는 」디l를 위싼 민을 마만 논변(pistos logos)과 생각을 떤순다‘ 

전리에 관해서 이세부더는 시사식인 의서듬을 

매우라 내 이야기들(c:pc')의 기낀적연 질시(kosmos)릎 들으면시 

왜냐하띤 그는 ξ 마음애(gnomuis)5、 01듀 문이기 위해 누 잉태 (m orphai )56'，듬 놓 

았늠매， 

7저을 가운데 어느 하나도57) ，래시은 안 원 cl 바로 7 점에시 「들은 헤댔던 

깃이다 

1551 그며고 그는ε 행재(‘1εmus)애 있어 정반대 ~l 삿늘은 구뷰하였고 표지듬은 

τ았다， 

시로 떼어시 측 한펴에든 이이매르에 속히든 바오르든 묻응， 

111 느엮고 아수 가매우며 노드 빙변에서 자끼파 동입하나 

다르 하니외 놓일한 것이 아닌 (불을 τr았다). _j_민시 하민 처것‘8)도， 즉 」 자 

제만으도 

정반대인 어두운59) 반도 조밀히」 무거운 행세얀 (J앙도 높았니) 

;;~)속있는삿 
펴) 흑은 「것이 북기짐으1 천제이기에‘ 여기서 i 영기심 (8Sylα11은 있지 앙은 

것이 끼어듬지 뭇한다는 의미 
541 흑F ‘한겨]듬과 균엘하기] 만1-1시에 ’ 

:..:..) gn Clmas듬 댁한 독해를 I다그1;:[ 01 행은 ‘그뇨은 두 형태를 이큼 본이기로 
마음먹었는데”로 번역될 섯이다 

õß) 흑은 ‘종듀’ 

;;7) 다관은 J그섯듬[속 두 형태]의 단일성이 , 속 두 생태듬 하나로 이큼붕임이 
무 암는나 셈라는 ‘두 헝대 증 하냐는’으우 빈어하는데 이에 대해 타란F 
“」렇게 해시되려면 I1uan 대신 hctcren이 와야 한나’고 바막힌q 

;;íl) 속 다근 하나 

SG) adae 흑꺼 ‘맛 않、。 이 빈역꺼 이 만어의 어왼응 d겐os(_넷)루 션정힌 데시 

기 ~l히는네‘ 디른 깃에서는 통상 i노르는， 구지(~재知)한’ -:;=--~1 의미보 



% 

16이 이 배염(diakosm os) 시제듬 그런듯꾀eoikos )GO" 삿요두서 나는 그내에게 J 

ll:.딴다 

도대제 가사시들의 「 어버 견해(gnömc')도 「디대 릎 띠라집 /,1 못하도록 

난펀 9 

」이니 F든 것든이 빗과 밤。모 이곰 붙여져 있꺼 

7져들ó1)이 「 입들에 띠라 이것을에 7리j_I_ :::']것을에 갖 cl 붙이셔 있기 띠문에 

신채 ~2)는 낌깨 빛괴 보이지 않는 빔으두 띤끼] 꽉 차 있다 

들이 농등만 재도 왜냐하민 들 중 이띤 것에도 무(Ìi\\)시 관여해 있지 않기에 (3) 

민펴 l。

그며고 그내는 약게 됨 깃이다 아이매느의 복성(phy~is )괴 아이미느에 있는 iiE 

lL지든(semata)어 1과 빗니는 태양의 순4 관 

햇올의 파피적인63) 인들파 7것들이 어니시부티 생거났는/，1 득 

새 그대는 애우거]“) 휠 갓이다 얼 ~-ol 둥근 딛의 왔다갔다 헤매는 입늘괴 

본생ψhysis)은 그며고 그대는 니 히 qJ세 됨 깃이다 에위싸고 았는 하늘애 대해서'C. 

」것이 이다서부뎌 생겨났는지(èph~')외 。1 떻게 아냥케(핑연)시 」것을 이갑이서 

버들의 한계글S 집」 있도콕 듀있븐시틀 

만'J 11 

어떻게 땅파 태양파 닫4 

공통의 이。l 테르와 히늘어] 있는 은하수와 가정 바갇의 

g린퓨스와 벨듬으] ξ느기운 핵 (lllellO~)이 생셔나머고 애썼는지듬 

(adaemÕIl과 같꺼 뜻으우) 쓰이먼 디어이q 에어깨르넨111α:ìvcrdα11 꺼 이 

깃응 비äeIl으우 위있는데， J 어원 ð 13δ(vidco 흑?_- vclo)이므우 」를 따든 

나면 이 다어는 j 배지 못쉰’， ‘비이지 않는f 정투우 움겨질 수 있겠q 

(끼)) Iloxa애 대한 가실거 해석 (hY!l(샤_heLical inLeη)reμlLion)용 지]시하늑 해석가 

듬은 이 말용 알맞은 。로 옮신다 

G11 껴 빚괴 밤 년ι는 ‘이뉴듣 

621 사뭉듬의 진치] 
G.3) 흑은 “둘 숭 어띤 것에도 과여히) 았지 않은 것은 이꾸 것도 없기에 ‘ “둘 숭 

아부 것Lζ [서로] 관여해 있지 않기에 1 

641 흑F ‘별틀’ 

liõ) 혹은 보이지 않뉴 

GG1 흑은 ‘E 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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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펀 12 

왜냐하민 더 슈욕 것든GT，욕 선이지 않욕 불모 꽉 치 있구 

。l 져들 니읍의 것들은 l~으도 꽉 차 있든터1 올꽃의 한 부분이 [\~Ì 응 양히11] 뿜어 

_I,1..Jl 있기 때둔에 

。1 삿는익 히가운데이1I 'L::: 깃늘은 조송하는 여끼(daimon)이 있다 

왜냐하민 」너 -;1 !2_든 것든의 6~-1 끼씩스민 승신과 선임을 다스리끼 있 '1 에 

이싱 S 남싱파 섞이도록 보내 .. lL 1.:1 시 반대도 

1늬생은 여생괴 섞이\-.록 보냄으며써 

파르머1 냐더1 스의 자연이해와 로고스의 실정성 

만'J 11 

[，녀든] 꼬는 신들 가운데 제인 번지 에도까 득 -"-얀해냈니 

만'J 14 

땅 묻에릎 띠곧아 니냐든 l~에 빚나는 제것 。l난 맺 

난펀 15 

늘 햇샅 석을 웅시하낀서 

난펀 15a 

[땅욕l 끔에 뿌리박욕 

7리j_I_ ，을 

pleon)이 생각(noem이아니 

민펴 16 

왜냐하띤 많이 헤매는 사지늘의 겸안이 애며1 어띤 상대이] 치하」냐에 따라G9) 

」렇게 생각(no()s)이 인간든에게 다시오기 때문에 례냐하낀 

사사들의 ι 싱 (1써ym)이 생각하는(phronc:c: i) 것은 사란들 모두에개 

/1사에게 있어서 

놓일한 것이시 때문에 70', 왜냐하민 디 많욕 것Uo 

끼기) 

671 고리듬 

G8l 디른 해에 의히면 노든 저에서 

601 흑F ‘각 사라이 많이 헤매는 사시듬의 결휘응 어떤 빙시으루 갖느냐헤 따라‘ 

70) 혹은 사램닐 민두애케 그이 이 그듬 기기에게 있이서 생기 하는 것은 웅일한 
것， 즉 사지뇨의 본성이기 때문애 

711 흑은 ‘피 치 있는 것이 생각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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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펀 17 

[가궁의] 오"'-펀에서늠 사니]애를‘ 윈띈에서는 게겁애를 [생겨니케 했다 l 

민펴 1872) 

여자와 낚자가 띤깨 현꺼에서 나9는 비니스(사량)의 씨늘(_gεrnli.na)음 힘깨 섞은 때， 

형매를 추늠 힘욕 여 "'1 다르 고1 3'부디 

적당한 혹힘응 유/，1 한 떼 작 uB 힘뭔 껴제득 만들어낸니 

왜냐하띤 안익 씨가 섞여졌음 때 그 힘늘이 씨←우고 

[51 또 」 섞여진 육처] 속에서 하니샤 되지 I하민‘ 

생겨니는 성(It)을 。1중의 씨(seminc:)도 흑딛하거] 고1 핍힘 것이시에 

난펀 19 
。1 렇게 의서에 따미 。1 것든이 생겨났끼 지 η 있。 1 애 

정차 이것으로부터 시라시 같나개 될 것이니 

그런데 이삿늘 샤/}에 대해 사함듬이 구벨뇌는 이듀은 정해 놓있다 

~-í드다난 

7련 부6(1、Æ!J)의 것이 전세로시의 「것에 대한 이륜이 ‘있음1얀 마 7것이니 

4 

앞애 잔시 언급되었듯이 jJ_데 그라스이에서 사연이미 L 개닌애 히1 

딩 81--~ 밀은 physis이디 이 밀은 phu"-l:_:' ，이난을 시니~' phuesthai, 

phynai 봉사에시 행생되었나 샤11 ‘자라나’“자라게 하나’F 의미하는 

이 만E븐 얻단 머저 식문듀의 싱싱을 시술하는 만노 사용되었으며 

이후 농식닫 얻반의 생싱괴 싱싱을 나타내는 만노 사용핀나 η1 

72) 라틴어 낸역만 남이있는 난편 
김) 인노 유련이상 이 개넙의 이산은 hhu로 신스킥이브의 ahhuma=ephumen. 
라틴어의 luÌ 독어의 bin 영어의 bc 등이 모두 김꺼 어니에시 나왔으매 된 

사라낚의 의미를 가진t+. Thec때l때 Diα10nα :v of the .New Tesαlment， 
본러I G. Kittcl에 의해 독엘어핀이 먼저 나왔고 이 /1에는 G. W 
Bromiley( 19&1 Michig8n)에 의한 영어파에서 인용 η〈권 2끼2쪽 이히 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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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81--~ 서양 문헌상 physis "-1;_: 밀이 기장 낀저 등장히L 곳은 

호매무스의 <9_니셰이>애서이디 재 10 권(303)에서 9 니세우스L 키 

조뜨거1 무 기 L 간에 해므매스틀 낀난디 이 神은 키므게애서 ?니세? 

스기 미술에 걷라시 않?록 妙藥 ‘몰라’마 L 식물을 멍여주이 뿌랴~ 

꺾고 유매색 꽃을 지년 l 식문의 physis ;' 가브쳐 순나 여시시 능 

싱하는 physis라는 만은 이 식닫의 외직인 〕i습이나 특정을 뜻한나 

phγSIS라는 만이 임자직으도 외직인 모습이라는 의미노 쓰였지만 이 

깅우에도 l 외적인 〕lL습이 일회적인 깃븐 아니나 오디세우λ 암에 

세시핀 _ r 몰미 만 겪은 뿌마외 유떼색 꽃의 외직 모습을 /감1 깃이 

아니라 몰마라는 이 π 을 지년 식닫의 뼈 일반이 [김은 〕i습을 지니 

민 있다 띠라서 이 외믿는 오디세우스 앞에 제시된 특정 새처1만의 

특싱이 아니라 종류 임반의 특 성이며 획인가능힌 생질이다 그같ξ 

틴습은 지닌 사묻은 끼리’라딘 획인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외틴는 

종 임반의 특성이 된다 띠라서 외적인 틴습의 의미를 지닌 physis라 

는 받은 이딘 의미 수준에서노 이미 종적 특성이라는 의미를 띠새 

뇌며， 이는 본성이라는 의미와 i시1 별지 않다민 힐 수 었다 이린 

전에서 physis마 L 밀의 칫 둥장 구절애서 이미 증 일빈의 본성석 듀 

정이미;_: 01 개닝의 빈진 방헝이 시시되jJ_ 있 g 을 딛 수 있디 

일라이스(1. 115)에서 L 간은 이난의 phue"-1;_: 밀이 주무 사람애 

관히1 쓰이jJ_ 있L데 성장한 모슴이미 L 의미무 이히1될 수 있디 이떤 

식물이 사마니 외적으무 시년 듀성 흑은 성장한 사람의 외관을 뜻61 

면시 쓰이시 시식한 이 physis 및 뀌련 개념은 이후 핀나노λ~ 비옷 

한 시인E의 식품 비 ÷f， 의혁 운현 l 마고 자연천학자5의 운현을 

통해 보나 폭넓은 의미늑 지니며 방전해 간나 74) 이 밤전의 추장시에 

phγSIS 개념이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마 자연 일반을 가브키는 개념 

741 이 η 분에 관해사는 llaI1S Dillcr. 'Dcr Gl1α~hischc Naturbcgri.f.[', in 
‘l{{eine Schnften zur .A.ntiken Literawr" I'vIucnchcn 1071 , 146쪽 이하 
치 ι 
Ir---'---, 



~()~ 

으믿 처음 반견되 七 것은 해마른레이IE스의 문헌에서이디 이후 피르 

매니데스‘ 엠펴11 r;:_건페스‘ 이낙시iLc.l스‘ 데모크려π스 동의 문헌을 당 

해 반전되이 긴디 

파료께니데{의 만띤에시 physis라는 개념이 나오는 구신은 단떤 

10.1괴 10.5 .，'마고 16.3의 세꽂이냐. 이외에 g.10(phyn) , 1O.ú(ephy)‘ 

19.1 (ephy)의 세 꽂에 plη'0 농사의 면회행태가 능싱한나 g.10에 나오 

는 구신을 빼고는 노누 가사자듀의 의견을 논의하는 부분에 나오며 

8.10에시도 생성을 부 정하는 맥릭 에시 쓰이고 있나 전승하는 단떤에 

만 근기애 이야시한냐면 physis 및 [외 농근의 어휘듀을 파료메니데 

스가 선2.1 의 길유 논의하논 부분에서 사용하지 않7 있읍유 알 수 

있다‘ 이것이 문헌의 산실에 기인한 것이 아닌 파금버l니디l스 지신의 

의노었논지논 획인하지 어려우나 남아있는 년편늘에서 이 어휘듭이 

싸이논 경우를 검토해 보변 어느 정노 내납의 윤곽이 잠힐 것이다， 

4- 1_ 

새볍 IL점듭은 검토하변서 physìs새념 및 동근어의 사용븐 살펴보 

지‘ 먼시 직집 physìs 새념에 접근하기 보다 같은 어근에서 나E 동 

사 용레블 검토해 보지~ 동사형태의 사용 1'-정이 이 난어의 좀디 지 

연스려운 용례를 보여즉 수 있은 것이다， 동사형태로 나오는 세 l'→집 

에서 R두 ‘지라t:F 혹은 ‘생기다’의 의미로 사용되논 것븐 획인힐 수 

있;L; 데‘ 만저 단띤 8의 10행에 니 9-는 phyn의 경 ?-른 부사‘ 

_Lêl고 어떤 필 Çl-(chrcos )/} 깅 9했겠는가(horscn)? 

뎌 민지 혹은 더 니숭어11 ~것이 누(뻗)보부터 시시해서 지라녀도옥 

(phyn) 

여기서 phvn은 infinitive 형태 무 ;사마니디 ‘ 딩_ t:l 는 ‘생거니디 ‘ P 번 

역되 C 젓이 자연스럽디- 무무-부터 시작해서七 이떤 것이 더 띤저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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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니중에 생겨니게뮤 한 충분한 난서기 추이시시 않음- g 논변히iL 

있기 때문이디 생성의 의미무 그 불기능성을 논변히는 구절이l 쓰인 

physis의 동난 동시인 만류 파므매니데스에서 왜 physis 개닌이 진랴 

의 긴 부분에 정규개닝으믿 사려잡을 수 없는지를 인 수 있게 히 는 

구션이다 생겨낚이라는 의미샤 physis나 !외 동근의 농사에시 시복 

의미듬 지년 t;'l-칩 생성괴 소변을 부 인하는 파료께니데(의 친피의 

김에시는 physis 개념이 자피÷÷ 차지하시 어려-울 것이 분명해 친다 

l우미가 주복할 수 있는 또 한샤지 점은 이 구신에 나타나는 ‘펀연’괴 

‘강세.의 개념이나 j 

년편 19 첫 행에 나오는 cphy의 경우노 역사 ‘생겨나다’로 번역될 

수 있는 1'.집이다‘ 

“이렇게 해시 의컨(doxa)에 따르변. 이깃듬F 생겨났고(cphy)， 현 

재노 있。며， 

징차 이깃으무?터 자라나시 끝응 샌.711 됩 깃이나 

7강}1;11 이것듣 각각에 t:J1해 시판듣야 구벽되는 이f÷g 싱송n 놓았 

디“ 

기사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여이 시물들이 생겨니서 사이iL 없이시 

는데‘ 그들은 이들 각각에 그것들의 듀정을- 딩-여추늠 이른을 븐였디 

는 깃이 단떤의 내용이나 ephy는 여가시 생성을 의미하는 깃으보 파 

익해시 늘힘이 없겠나 사닫듀의 상1 생. 성정， 소변에 관한 가사자듀의 

의견괴 !깃듀에 이꺼을 붙임에 관해 놈의하고 있는 깃이 이 금의 

맥력이시 때분이다 생성괴 소벽을 인정하고 이 생성 소벽하는 깃븐 

에 이쉰을 붙이는 인간븐의 4}-행에 대한 부정 적， 혹븐 직어도 띤정한 

유보듀 문 언명으보 파억원 수 있으며 생생이라는 의미보시의 ephy 

새념에 대해서노 마잔가지 이야기가 가능하겠다 

년편 10의 6행에 나오논 cphy노 역시 같은 맥곽에서 이해될 수 있 



~(니 

디 physis기 두 번 둥장81--~ 단띤이니 진체틀 옮거 멍사 

그다I ， I~ 그대는 알게 될 섯이다 아이테긴의 생성 (phy、이파 아이테 

르에 있는 노든 

표시틀(semata)과 맛냐는 대양의 순수힌 

햇엽의 파괴적인 ?1듣고I --，것듬이 어디서부터 생기났는지든 

(cxcgαlOIlω) 

또 ，cl]는 매우셰 판 것이다 어굴이 능은 닥으) 왔디샀다 히)미는 

일뇨 A 
생성 (physis)용 그비 -l/_ 그대는 '1'한 일게 될 섯이다 이]위씨 , f~ 있 

는 히능에 매해서도 

그섯이 이디서부미 생겨났뉴지 (ephy)와 이떻게 아냥케(필연J가 그 

것 g 이??어서 벽듬으1 한페듬g 깎고 있도독 낚었는지픈 

6행에 나오는 eplrγ듀 먼저 섣펴보자 먼저 이 만이 여시시 ‘ 에시 

부터‘듀 의미하는 섭미어 'thεn'이 듀어간 ‘εnthen’괴 안께 쓰이는 깃에 

수복합 수 있나 ‘에시부터’외 연견되띤 ‘생겨났나’는 만이 이어지는 

깃이 자연 A핍나 더욱이 여 시시 eplη까 3 행에 나오는 생겨났나는 의 

미의 εxεgεnonto외 대응하는 만노 볼 수 있나띤 생싱의 의미노 읽는 

것이 당연힐 것 같다 75) 

phvo 동사가 나오는 세 (접 딛두가 생겨나다라는 의미로 해석뇌 

는 것이 지연스럽다는 것이 보여졌다 이 점에 주목해 본다변 pllysis 

새념의 경우에노 생생 혹ξ 지라남의 의미가 증선적이리라는 것유 

애상해 본 수 있다 실제로 닌편 10에 두 번 나오는 plly sis 개념의 

시 g 을 멍면생성으무 번역해1 큰문제기 없이 멍인디 위애서 멍았 

듯이 3행파 6행에서 태양의 일들파 히 간의 생성에 관헤 이야기했L 

데 l행파 5행에서 에테르와 딛의 생성을 plrγSIS 개념 을 싱 헤 둠-"-있 

70) 이 딘언에 대한 자세하고 균헝침힌 논의우는 강철 g 의 「파르메니데스 철학 

에시 뷔시스의 의미와 위싱」 『시양고진학얀7-d] 게 17집， 33쪽 이하 참주 F 
Heinimann의 ~Vomos un r1 Ph.vsÎs 19/15 Darmstadt 90쪽 이하도 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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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것으무 히1서될 수 있기 때문이디 76) 이 만띤 내에 L 에테므 태양? 

딛， 81>의 네 전체에 대해 그것의 생성 맛 에테므의 Jl_시” 티1 양의 

일” 딛의 일 61 ~→의 일이 이야기되-"- 있디 77) 즉 여선은 사신의 밀을 

닝히1 태영이니 딛 등 전체의 생성파 81--~ 얻을 든L 이에게 얀과 줄 

깃임을 예고하고 있는 깃이나 단연 11 에시도 여↑1온 천지1 :'0의 생싱 

을 언급하고 있나 

이떻게 앙파 티)잉파 딜파 

공통익 이이베브와 히늠에 있는 은히수와 기상 바깐으1 

올럼포〈와 병듬의 도거 f 휘 (menos)이 생기니려고 。H썼는지픈 

이렇게 보면 파브께니네(까 이 봉사에시 헝싱핀 phγSIS라는 개념 

을 친마의 김 부분에 사용하지 않는 것븐 의도직이라고 할 수 있을 

깃이나 

그라나 physis나 그 동근의 동사늘이 이같이 생생의 의미로 씨였다 

끼 하디라노 위의 ~1용문에 주어신 얘늘에서 이것늘이 임회적 생성 

이라는 사건적 의미로 서였다딘 맏하기는 어핍다 위의 호에로스 용 

례에서 이미 지적뇌었듯이 파근에니데스의 용려1늘에서노 반복적。로 

임어나는 임， 띠라서 그 생성이 지니는 특성적 변틴를 L 라내는 의미 

계기를 읽어내는 것이 어려운 임은 아니다 이점은 특히 phy sis 새념 

의 경 ? 매우 성t멍히게 멍여진 수 있디 강철웅이 잘 시적히-"- 있듯 

。FSI 만띤 10에서 논의되L 이이테므와 딛의 생성 그리-"- 태양파 히 

」의 생성을 이야기히~ 구절들은 각기 그것의 일회적 생성을 이야 

7(i) lJ YO 에서scher는 이 f정의 Ilhysis듬 ‘Ilil이mg‘。로 버역하 -l/_ 있다 

PWηIι údcs: ll，αn lYcscη dcs Sciι 1del1 1868 r/lvL 28쪽 참주 
771 히이니 민은 데 캔체에 니1히1--' 것의 생성괴 현재 상태기 짝이되어 눈 으1 되고 

있다는 점음 지거 한다 Hein f:lll1f:1 nn , F. Nomr서 und Ph1/sis. D f:lll11swdl 
lHKII, 씨)씌 야하 참조 

78) 강캠웅， 악의 끼， .37쪽 이하 꺼: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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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히기멍디 L 빈복석 작 g g 이야기히L 측면이 강히디 이런 해서이 
기능히디면 phy sis 711 닌을 포함히여 기시사들의 의견 부분 진체애 대 

한 일정 한r;-::_ 1내애서의 석극석인 평기기 기능하 것이디 이 문재에 

관한 논의L 진랴 부문에서 의견 부분을 평기 81--~ 구절들의 사세한 

해식식입 위에시 이 「어죄 펀요까 있는 만김 여시시는 일단 이김은 

시사마을 해 누시노 한나 

5 

파므매니데스와 잃의 싣정성’이미 L 균애서 필사L 만띤 7의 히1서 

을 싱히1 무jJ_스마 L 새무운 싣정적 심급의 틴생을 냉여주jJ_사 했디 

l 러나 이 새노운 섞급이 구지1 적으노 어떤 빙식으노 심성적 힘을 밤 

휘하는 지는 아식 보여져야 할 깃으노 낚아있나 이 금이 복퓨하는 

마는 마노 이 노고λ의 심성싱이 구세직으노 어띠한 것인지F 보이 

는 깃이나 단편 7에시 여선이 자선의 만을 보고λ도써 핀단하라는 

언명은 인싱직이나 이미 밤퓨3년 금에시 펀자는 7.5-6의 구신을 새노 

운 심정적 섞금의 출엔이라는 맥릭에시 해식하였나 위에시 우미가 

이야기했듯이 지언에 관힌 파금메니대스의 인납이 의진 부분에 제한 

뇌끼 이것이 생생의 뇌가능성에 내힌 그의 신리부분에서의 논의에 

근거힌 것이라연， 그의 논의를 지 111하고 나아가 생성의 세계에 내힌 

부정적 내지 유보적 진해는 신리 부분의 로딘스에 근거힌 것이라끼 

힐 수 잇다 지연에 관한 의긴의 신위를 가름힐 임차적 기준은 지연 

지체로부비가 아니라 손새와 미손새에 관현 판닌(krisis)에 근거해 주 

이서이” 이 판단애 난거헤 기시사들의 견해기 헤매jJ_(plattontai 만띤 

6.5) 분간허 시 뭇ól，-: (akrita 6.7) 것으무 이미 판정되jJ_ 있디 까 이런 

무jJ_스의 기준이 사연 이해에서 선행적 η범의 역 B~ 을 히jJ_ 있디~ 

701 이 η 분의 논의에 관해사는 필자의 논문 「파르메 q데스의 다션에시 당7의 
끼괴 존재의 규빔적 성셔」 1 『서양고천핵연구』 게 17 집， G쪽 이히 쥐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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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서 피르매니테스의 견헤七 자연에 접난-ò] ι- 입장들에 작 g하는 

논랴석인 것의 싣정석 힘을 대단히 강려한 모습에서 받여 T七- 이문 

이c.l-_i_I_ 한 수 있겠디 (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