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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톤의 역사 경험과 철학의 자기이해

－ 정치가 를 중심으로－*
1)

이 창 우

【주제분류】서양철학사, 고 철학

【주요어】 라톤, 역사, 문명사, 기술사, 양가성

【요약문】헤시오도스의 속 신화에 따르면 역사는 진 인 퇴보이다. 그

에 따르면 가장 먼 과거는 재의 이상향이다. 이에 반해 소피스트들은 인

간의 역사를 진보의 과정으로 악하고자 한다. 그들은 특히 기술의 발견

을 역사 진보의 출발 으로 간주한다. 라톤이 역사를 바라보는 과 

태도는 이  통 인 견해들의 단순성을 뛰어넘고 있다. 라톤이 볼 때 

‘먼 과거’는 이상향으로만 남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문명사는 ‘보다 나은 

것’을 찾아가는 길이기는 하지만, 그 길에는 꼭 진보만이 있었던 것은 아

니다. 인간의 문명사는 양가 (兩價的)이다. 인간의 문명사는 기술 발 과 

함께 문명의 자기 괴 그리고 도덕  타락을 가져온다. 그 지만 문명의 

끝은 학문  인식 능력의 증가, 무엇보다도 철학의 자기의식을 가능하게 

한다. 그런 에서 인간 역사는 상승이자 동시에 하강이다. 인간 역사의 

양가성은 역사의 모든 부분들에서 확인된다. 크로노스 치세라는 ‘ 쪽’ 역

사에도, 홍수 직후 기 인류 역사에도 양면성은 자리 잡고 있다. 지  

시 도 양면 이지만, 먼 과거도 양면 이다. 철학을 한다는 것은 역사의 

양가성을 목도하는 것을 포함한다. 철학은 역사의 양가성 경험을 통해 자

기 자신을 의식한다.

*1) 이 은 원래 2008년 12월 서울  철학사상연구소/역사연구소 공동 심포

지움( 체 주제 “역사와 철학”)에서 발표되었음. 심포지움에서 유익한 논

평을 해 주신 이경직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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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라톤은 정치가  268d-274d에서 아테네에서 온 손님의 입을 통

하여 매우 흥미로운 신화(mythos) 하나를 은 소크라테스  화참

가자들에게 들려 다. 이 신화는 우주와 인간종의 역사1) 체에 한 

이야기이다. 필자는 이 신화에 한 하나의 해석을 주된 근거로 삼아 

라톤이 ‘역사’에 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법한지를 음미하고자 

한다. 우선, 필자의 해석 에 부합하는 심 인 표 이나 아이디

어에 주목하면서 268d-274d을 요약하겠다.2)

이 신화는 우주의 두 주기와 그 반복에 한 것이다. 하나의 주기

는 크로노스가 지배하는 시기이고,  하나는 제우스가 지배하는 시

기이다. 지 은 제우스의 시기이다. 일견 보다 흥미로운 시기는 먼 

과거, 즉 “크로노스 왕의 치세”(269a)이다. 우주는 때로는 크로노스의 

직 인 인도 하에 자신에게 주어진 회  운동의 길을 가기도 하고, 
때로는－이 회 이 시간의 주어진 한계에 다다랐을 경우－크로노스의 

인도 없이 혼자 그리고 이 경우 반  방향의 회  운동을 가기도 한

다. 이런 일은 어쩔 수 없는 필연 인 일이다.(269c-d) 
“ 원히 동일한 상태에서 머물고 원히 동일한 자로 있는 것”은 

오직 최고의 신에게만 허용된다. 신체 혹은 물체는 최고의 신에게 속

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우주는 최고신의 속성들도 나 어갖지만 

신체도 가진다. 신체를 나 어 가진다는 에서 우주가－우주는 가능

한 한 일정하고 규칙 이며 단일한 운동을 하겠지만－운동 변화로부

터 완 히 자유롭게 되는 일은 불가능하다. 나아가 우주가 역회  운

동을 하는 것은 신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것보다 “우주 자신에 의해

서” 그리고 자신이 가진 “엄청난 크기”와－가장 작은 발  에서도 

1) 이 ‘역사’는 인간사뿐 아니라 자연사, 나아가 우주 체의 역사까지 아우

른다. 라톤의 이해방식에 따르면 인간사는 우주사의 한 부분이다.

2) 이 신화의 정치가  텍스트 내  맥락과 기능에 한 소개로서는 Mitchell 

Miller(1980) 35-53, Harvey R. Scodel(1987) 74-89, Stanley Rosen(1979) 

59-85, (1995) 40-66 참조.



라톤의 역사 경험과 철학의 자기이해 115

잡을 수 있는－“완벽한 균형”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하

다.(269d-270a) 우주에게는 반  방향으로 돌고자 하는 “내 인 욕구

(욕망)”(symphytos epithymia, 272e)가 심어져 있다.
크로노스 치세는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거꾸로 일어나는 세상이

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은 나이 들어감의 방향과 반 방향

으로 간다. 성장하면 할수록 어진다. 노인의 백발은 까맣게 변해간

다. 성장의 끝은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psychê, 270e)에 있어서도 신

생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나아가 이 시 에는 종을 구성하는 

개체들의 탄생과 종의 번식은 짝짓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동 인 것

이었다. 이 시 의 인간 종은 땅에서 태어나는 족속이었다.(270d-271a) 
크로노스 치세는 신들이 직  리하는 시 다. 크로노스는 우주 

체를 지배하고 돌보았고, 다른 신들은 우주의 각 부분과 각 종들을 

나 어 맡아, 목동이 가축을 돌보듯, 그 게 직  돌보았다.3) 그러므

로 인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땅에서 로 그리고 풍성하게 

공 되었다. 크로노스 시 의 인간들은 수고와 노동을 모르는 족속이

었다. 그들은 양떼처럼 살았다. 침 와 옷도 없이, 부드러운 풀밭 

에서 그리고 온화한 날씨 속에서 여유를 즐겼다. 그들은 가족도 없었

고 정치체제(politeia)도 필요 없었다. 거기에는 쟁(polemos)도, 내부 

분란(stasis)도 없었다.(271d-272b)
땅에서 태어난 자들의 혼 각각이 그들에게 지정된 출생의 수를 

다 채웠을 때에는 크로노스와 신들은, 키잡이가 배의 조종 핸들을 놓

듯이, 그 게 우주를 혼자 운동하도록 놓아 다. 그러면 서로 반 되

는 운동 방향 사이에서 발생하는 충격 때문에 우주는 엄청난 진동을 

3) 크리티아스  109b-c 참조. 크리티아스: “신들은 정당한 추첨에 의해 각기 

자신의 몫을 얻어 토를 정했고, 토가 정해지자 목동이 양을 기르듯 

우리들을 자신들의 소유 상이자 돌볼 상으로 길 던 것이네. 이때 그

들이 목동이 회 리로 양떼를 때리듯 신체에다 완력을 가해 강압하는 일

은 없었네. 오히려 그들은 생명체를 다루는데 가장 손쉬운 방식으로, 이

를테면 뱃사공이 선미에서 뱃머리를 바로 이끌어 가는 것처럼, 설득이

라는 키로써 신들 자신의 의도에 따라 혼을 붙잡는 방식으로 사멸하는 

모든 것들을 배를 조종하듯 이끌어 갔던 것이네.” (이정호 역 (2007)).



특집116

자신 속에서 일으키고, 이는 재차 모든 종류의 피조물들을 괴시키

는 결과를 낳는다. 우주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 자신을 제작

한 신의 가르침(didachê)을 기억하여(apomnêmoneuein, 273b) 혼란에

서 회복하고, 자신을 스스로 돌보면서 질서 있는 운동을 시작한다. 
그러나 다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우주는 자신이 가지는 신체  요

소로 인하여 자신 안에 망각(lêthê)이  더 많이 생기게 되어, 다

시 무질서(anarmostia)의 상태가 우주를 지배하게 된다. 무질서의 극

한에 이르러 우주 자신과 우주 안의 모든 것들의 완 한 괴가 코

앞에 닥치면, 신은 다시 조종 핸들을 잡아 질서를 잡아주고 우주를 

불멸의 존재로 다시 만들어 다.(272e-273e)
신이 우주의 조종 핸들을 놓게 되는 시 에 우주 체가 겪는 것

을 우주 안의 것들도 겪게 된다. 우주가 자신의 운동을 스스로 리

하고 자신을 스스로 책임지도록 배웠듯이, 우주의 각 부분들은 이를 

따르고(synakoulouthein) 모방하여(apomimeisthai)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것을 배운다. 이 시 에 이르러 모든 종들은 스스로 생존해 

나가기 시작했고, 짝짓기를 통하여 종족 번식을 하기 시작했다. 이 

시 에 모든 종들 에서 인간 종은 특별히 약한 존재라서 다른 동

물들의 먹이가 되곤 했다. 그들은 어떤 방책도, 기술도 없는 존재

(atechnoi) 다. 그들은 극한의 어려움에 빠졌다. 신들의 선물이 인간

에게 부여된 것은 이런 연유 다. 로메테우스로부터는 불이, 헤 이

스토스와 아테네로부터는 기술이 이것에 한 교육(paideusis)  가르

침(didachê)과 함께 인간에게 달되었다. “인간  삶의 모든 것을 구

비해 놓은 것들”은 이 선물로부터 왔다. 따라서 인간은 우주 체를 

“항상 모든 시간에 걸쳐서”(ton aei chronon) 모방하면서 혹은 따라다

니면서 이런 삶의 양식 혹은 런 삶의 양식을 취한다.(273e-27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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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역사의 동질성과 분화

신화는 두 가지의 역사를 말하고 있다. 우주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

가 그것이다. 하나는 우주론이고  하나는 좁은 의미의 ‘역사’이다. 
그런데 둘은 유리된 것이 아니다. 체와 부분이 분리될 수 없듯이 

두 역사는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인간의 역사는 우주 역사의 맥락 

안에 치돼 있다. 나아가 인간의 역사는 우주 역사의 모방이

다.(274d) 이 모방은 “항상 모든 시간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 원

한 모방은, 체가 겪는 경험은 체의 부분에로 필연 으로 이되

는 사태의 결과이다.
인간 종은 우주 안에서도 특별한 존재, 즉 “다른 동물 그리고 보다 

신 인 동물”(271e)이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가 보여주는 모방은 특

별히 주목할 만하다. 이 모방이 함의하는 바는, 인간의 역사는 우주

의 역사와 구조 으로 동형 (同型的)일 뿐 아니라 한 공존 (共存

的)이라는 것이다. 우주의 역사가 보여주는 의미 있는 계기들은 인간

의 역사 안으로 그 로 이된다. 우주의 두 주기와 그 반복 혹은 우

주의 ‘ 원한 회귀’에는 인간의 역사도 동일한 경험을 간직한 채 온

히 담겨 있다. 이런 에서, 단순화시켜 표 하면, 인간의 역사는 

곧 우주의 역사이기도 하다.
역사의 두 주기4)는 어떻게 별되는가? 일견 별 은 질서와 무

질서의 이원론이라는 개념 구도로 잡힐 것 같기도 하다. 이 구도에 

따르면, 우주의 역사는 “A-B-A-B…”의 패턴으로 개된다. 여기에서 

A는 크로노스 시 로서 질서의 원리가 지배하고, ‘상승’의 의미를 나

타낸다. 반면 B는 제우스의 시 로서 무질서의 원리가 지배하고, ‘하
강’의 의미를 나타낸다. 하지만 이는 무 단순화된 이해이다.5) 두 

4) ‘주기’라는 말의 그리스어는 ‘perihodos’. 이 말은 정치가 에 출 하지 않

지만 비슷한 문맥인 법률  제3권, 680a에 출 한다.

5) 라톤이 보기에 아마도 엠페도클 스가 역사를 바라보는 은 이런 

단순화 모델에 속한다. 엠페도클 스에 따르면 우주 역사는 한 주기에는 

사랑(Philia, Philotês)이, 그 다음 주기에는 불화(Neikos)가 지배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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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의 별 은 질서에 따른 상승과 무질서에 따른 하강에 있는 것

이 아니다. A는 ‘동질  상태에 머무름’의 의미를 보여 다면, B는 

분화(分化)  다기(多起)의 의미를 보여 다. 동질  상태의 의미 양

상과 분화 운동의 의미 양상이 별된다. 
최고신 크로노스는 “ 원히 동일한 상태에서 머물고 원히 동일한 

자로 있는 것”을 행할 수 있고  그것을 린다. 크로노스는 원히 

동질 인 자로, 자신이 직  돌보는 우주의 운동도 완 히 균질 인 

상태를 유지하게끔 할 수 있다. 그가 지배하는 동안에는 우주의 운동

은 균질  상태에 머문다. 거기에는 어떤 분화가 없다. 동물 종들은 

같이 살며 서로가 서로에 해서 이지 않다. 그들 사이에 ‘분
화’는 없다. 아니, 어떤 에서 동물들은 식물과 같은 존재이다. 그들

은 땅에서 태어나서 땅으로부터 양분을 공 받는다. 그런 에서 동

물과 식물의 분화는 없다. 그들 모두의 삶은 변화가 없다. 크로노스 

치세의 긴 시간 동안 그 어떤 변화도 없다. 크로노스 치세의 첫 세

의 삶의 양식과 마지막 세 의 그것은 완 히 동질 이다.
크로노스 시 가 끝나자마자 이 ‘머무름’의 삶의 양식은 끝이 난다. 
신 분화와 다기로 특징 지워진 삶의 양식이 지배한다. 우주의 진동

에서 살아남은 동물 종들은 서로 이 된다. 동물들은 생존하기 

하여 이곳 곳으로 끊임없이 움직여야 한다. 종의 보존을 하여 

각 개체들은 그때그때마다 자기와 다른 개체를 찾아서 짝짓기를 해야 

한다. 스스로를 돌보는 삶의 양식은 피조물들에게 분화와 다기를 강

제한다. 이 시 에 가장 두드러지는 분화의 양상은 인간 종의 삶의 

양식에서 보인다. 이 시 의 기에 인간의 조건은 원시인의 상태에

서 출발하여, 말기에는 많은 문명 도시들에로 분화되고 특수화된다. 
문명의 분화가 가능했던 것은 신에게 달 받은 기술(technê) 그리고 

이 기술의 교육이다. 하나의 기술이 다른 기술을 낳고, 이 다른 기술

은 재차  다른 기술을 낳는다. 기술 분화는 노동 분화와 같이 진행

순환은 계속 반복된다. 즉 질서의 시 와 무질서의 시 가 칭  구도를 

이루면서 순환 으로 계속 반복된다. DK31, B17, 26, 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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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그리고 노동 분화는 개인  차원의 그리고 사회  차원의 삶의 

양식의 분화를 가져온다. 기술의 발 은 인간  삶의 양식에 한 되

돌릴 수 없는 분화를 래한다.

라톤의 법률  제3권은 정치가 처럼 우주론  맥락과 신들의 

이야기를 인간 역사의 배경으로 끌고 오는 신 순수한 인류 역사에

만 국한하기는 하지만, 마찬가지로 분화의 역사에 을 맞추고 있

다. 그리고 그 이야기 방식은 여 히 신화 이다. 아테네인은, 혹은, 
라톤은 아테네인의 입을 통해 수없이 많은 나라들의 생성과 소멸, 

수없이 많은 정치체제의 생성과 소멸, 한 나라의 흥망의 변천과 같은 

분화의 역사 뒤에 숨어 있는 원인을 묻는다.6) 이 물음에 한 답변을 

해 라톤은 “옛날이야기”7)를 꺼내고, 이를 통해 역사의 “어떤 진

실”8)을 말하고자 한다. 
이 옛날이야기에 따르면, 인류는 홍수와 질병으로 인해 여러 차

례 주기 으로 멸을 겪었으며9) 그때마다 그 와 에 인류의 작은 

부분만 살아남았다. 멸과 함께 기술상의 발견들도 모두 사라졌다. 
홍수 이후 수수만년 동안 사람들은 언 할만한 가치가 있는 기술들

을 몰랐다. 불과 천년 내지 이천년 에 다이달로스나 팔라메데스와 

같은 신화  천재들에 의해서 그런 기술들이 고안되어 후세에 달되

기 시작했다.(677a-d) 천재들의 기술은  다른 기술을 분화시켜나간

다. 배와 같은 운송기술, 구리와 철과 같은 속기술이 그 이

다.(678c-d) 운송기술과 속기술은 인구의 증가와 도시의 분화를 가

져왔을 것이다. 나아가 이런 기술은 부의 증가도 가져오고 동시에 

쟁 기술의 발 을 진시킴으로써, 나라들 사이의 쟁 그리고 나라 

안의 내부 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678e-679b) 기술의 진보는 

6) 676b-c.

7) hoi palaioi logoi. 677a,

8) tis alêtheia. 677a.

9) 주기  홍수와 문명 괴에 해서는 한 티마이오스  22a, 22c-23a
와 크리티아스  111a-b, 112a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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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에게 부정의를 지르기 해(adikein) 말과 행 로 갖은 방책을 

다 동원하는 소송(dikê)”(679d)이라는 법  기술의 분화에까지 이른다.
따라서 기술의 시작은 문명의 잉태를 가져오지만, 기술의 진보는 

그 끝에 이르게 되면 문명의 쇠락을 가져온다. 법률 에서의 홍수 

직후 원시  인간들은, 정치가 의 크로노스 치세의 인간 종이 그랬

던 것처럼, “먹을 것을 놓고 싸울 필요가 없었다.”(678e) 그들은 과 

은 그리고 운송수단은 없었지만, 최소한 “그들에게는 젖과 고기가 

 부족하지 않았다.”(679a) 따라서 그들은, 크로노스 치세의 땅에서 

태어난 족속들이 그랬던 것처럼, 외부와의 쟁과 내부 분란을 몰랐

다. 그들은 오늘 날의 문명인들보다 기술이 덜 발달되고(atechnoteroi) 
덜 배운 자들(amathesteroi)이었지만, “모든 에서 더 단순하고 더 용

감하며 더 제 있고 더 정의로운 사람들”이었다.(679d-e)
기술의 발견은 문명의 새벽을 열지만, 기술의 진  분화는 그 끝

에 이르면 부정의로 표되는 도덕  타락을 가져오고 결국 문명의 

자기 괴에 이른다. 홍수를 기 으로 해서10) 이 역사는 반복된다.
신화(혹은 옛날이야기)가 하는 메시지는, 크로노스 치세 혹은 태

고  원시사회는 인간 삶의 동질성과 균질  안정성을, 제우스 시  

혹은 문명사회는 쇠락에로 향한 분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일단 보인

다. 그런 에서 이 별은 틀린 것이 아니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이 별은 하고자 하는 “어떤 진실”의 부도 아니며, 어떤 의미에

서는 핵심 인 논 도 아니다.

Ⅲ. 역사의 양면성

진실의 핵심은 역사의 양면성에 놓여 있다. 그리고 이 양면성은 재

차 이 이다.

10) 기술의 분화에 한 라톤의 옛날이야기는, 21세기  기술문명과 지

구 생태계의 괴( 컨  홍수와 온난화와 같은 괴  변화) 사이의 

인과  계에 한 훌륭한 통찰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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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톤이 기술의 분화 자체에 해 부정 인 가치를 귀속시키고 

있다고 우리가 확실히 단할만한 텍스트 증거는 없다. 라톤은 기

술의 분화 자체보다는 도덕  타락과 사회 자체의 괴를 가져오는 

분화의 결과를 부정 으로 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더 나아가, 기술 자체를 그리고 그와 함께 기술의 분화를 오히려 

정 으로 볼만한 의 확보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필 보스  16c 이하는 이런 을 제공한다. 16c 이하의 기술에 

한 이야기 역시 옛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  설(phêmê)이다. 이 

설에 따르면, 기술(technê)은 로메테우스와 같은 신들로부터 인간

에게 해진 선물이다. “기술(techhnê)에 련된 모든 것들”은 하나의 

공통된 방법을 통해 세상에 드러난다(phanera). 따라서 기술 자체보다

도 기술을 가능  해주는 이 공통된 방법이 더 큰 선물이다. 이 방법

은 일(一)과 다(多) 혹은 한정된 것(peras)과 한정되지 않은 것(apeira)
의 구분 그리고 이것들이 질서 지워져 있는 상태(diakekosmêmena)에 

한 앎이다. 하나의 기술  능력은 다루는 상들의 분류와 치 배

정에 한 앎의 토  에서 작동한다.11) 신들이 인간에게 기술을 선

물로  것은, 기술이 단순히 생존 유지의 수단이 되는 것을 넘어서

서, 모든 기술 안에 잠재  형태로 숨어 있는 이 앎을 “고찰하고, 서

로 배우며 서로 가르쳐주도록 하기 함”이다. 모든 상들을 남김없

이 세 하고도 정확하게 분석, 분류하고 다시 이것을 질서 있게 재조

직하는 능력의 최고 완성 형태는 “변증 으로(dialektikôs) 논의하는”(17a) 
기술, 즉 철학이라는 기술이다.

필 보스 에 따르면 기술의 분화는 철학을 낳는다. 철학이라는 특

별한 앎은 로메테우스의 선물, 즉 원시  기술들로부터 진 으로 

분화되어 얻어진, 아마도 마지막 단계에서 얻어진 산물이다. 그 앎은 

11) 이상은 16c이하에 한 통 인 해석, 컨  Gisela Striker(1970) S.11-30

와 R. Hackforth(1972) pp.17-28을 따르는 방향. ‘peras’를 ‘측정 가능한 

것’으로, ‘apeira’를 ‘측정 불가능한 것’으로 새김으로써 이와는 다른 방향

으로 해석하는 이로는 J. C. B Gosling(1975) xiv-xvi, pp.143-181 참조. 필

보스 에 한 필자의 해석은 고슬링의 해석과 양립불가능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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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들에 의해 직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과 시행착오를 거쳐 

인간에 의해 성취된 것이다. 이런 에서 기술의 분화와 문명의 발

은 세계의 질서와 진리에 한 앎의 능력의 증가를 가져온다. 
필 보스 와 정치가 (그리고 법률 )를 하나로 엮어 읽을 때 우

리가 얻게 되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즉 기술의 분화에 의해 철

된 인간의 역사는 양면 이라는 것이다. 제우스 시 의 인간 역사－

라톤이 살고 있고 아마도 우리 역시 살고 있을 시간－는 쇠락과 동시

에 진보이다. 기술의 분화는 문명이－잠시 개화했다가－시들어가는 과

정이면서 동시에 학문  인식 능력의 진보 과정이다. 인간 역사는 상

승이자 동시에 하강이다. 기술의 극한 인 분화는 문명의 자기 괴

이지만 순수한 앎과 조 능력의 성취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 두 과

정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철학의 탄생은 기술의 세포 분열 과

정을 요구한다. 원시 인 도구 사용, 보 인 측정 기술의 분화, 산

술과 기하학의 분화, 그리고 철학의 분화로 철된 인간 역사는 이를 

증명한다. 따라서 라톤이 보기에 문명의 쇠락과 철학의 탄생은 분

리될 수 없다. 기술과 문명의 ‘마지막 아들’인 철학은 자신의 어머니

가 괴되는 것을 조하게끔 운명 지워져 있다.
따라서 정치가 의 신화가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먼 과거 시 －

이 과거가 크로노스 치세이든 제우스 시 의 기이든－와 지  시

의 별이 아니다. 지  시 의 양면성이 그 핵심이다. 문명은 쇠락

하면서 진보한다.12) 이 두 계기의 필연 인 내  긴장을 목도하는 것 

역시 철학의 앎의 상이다.

그런데 이 양면  가치는 지  우리 시 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크

로노스 치세라는 ‘ 쪽’ 역사에도, 홍수 직후 기 인류 역사에도 

양면성은 자리 잡고 있다. 지  시 도 양면 이지만, 먼 과거도 양

면 이다.
정치가 의 손님은 신화를 들려주는 간에 은 소크라테스에게 

12) 이 모티 에 해서는 K. Gaiser(1961) 12-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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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는다. 땅에서 태어난  족속이 더 행복한가, 아니면 지  제우스 

세 가 더 행복한가? 답을 못하는 은 소크라테스를 해서 손님

은 스스로 다음과 같이 답한다. 만일 크로노스 세 가 그 모든 여유로

운 조건들을 철학(philosophia)을 하는데 그리고 지혜의 증가(synagyrmos 
phronêseôs)라는 목 을 해 그리고 인식(epistêmai)과 논증의 사용

(tôn logôn chreia)에 사용했다면, 그 세 는  세 보다 훨씬 행복

했을 것이다. 그런데 만일 그들이 그 조건들을 먹고 마시는데 그리고 

상호간의 논증이 아니라 한가한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사용했다면,  

세 가 더 행복할 것이다.13)

손님은 아마도 은 소크라테스를 한 교육  효과를 노리는 목

에서 이 문제에 한 명시 인 답변을 내리지 않는다. 그 지만 신

화 체의 문맥에서 볼 때에는 크로노스 세 가 지  탐구에 몰입하

지 않았다고 보는 쪽으로 기우는 것 같다. 철학 혹은 논증의 사용도 

하나의 기술이다. 이 기술 역시 교육과 가르침을 선행 으로 필요로 

한다. 그런데 기술의 기원은 신 인 것이지만, 기술이 인간에게 해

진 것은 크로노스 치세의 종료 이후이다. 헤 이스토스와 아테네가 

인간에게 첫 번째 기술과 이것에 한 교육(paideusis)  가르침

(didachê)을 달했다.14) 그 다면 크로노스 시 는 이 에서는 지

보다 낫지 않다. 삶의 양식의 동질성과 항상성에 있어서 그들은 우리

보다 나았지만, 인식과 지혜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낫지 않다. 그들의 

삶의 양식은 한편으로 동경의 상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극

복되어야할 상이기도 하다.
먼 과거에 한 가치 단에 해서 법률  제3권의 사정은 정치

가 에 비해 더 분명하다. 즉 법률  제3권에서의 단은 먼 과거  

역사의 양면성을 더 확실히 드러낸다. 홍수 직후 기 인류는 일견 

반 으로 우리보다 나아보일 뿐 실제로는 반드시 그 지 않다. 
기 인류로부터 “지 의 모든 것, 즉 나라들, 정치체제들, 기술들, 법

13) 272b-d.

14) 274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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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행들, 많은 덕, 그리고 많은 악이 해졌다.” 기 인류는 “덕의 

측면에서뿐 아니라 악의 측면에서도 완벽한 자들”이었다.15) 그들의 

덕과 훌륭함은 그들 성격의 단순한 순진함(euêtheia)에 기인한다. 그

들은 참 거짓을 비 으로 의심할  아는 지혜(sophia)를 결여했

다.16) 그들은 제 로 된 문명 기술을 몰랐고, 그런 에서 기술이 덜 

발달된(atechnoteroi) 그리고 덜 배운 자들(amathesteroi)이었다.17) 그

들의 삶과 성격은 쟁과 내분과 부정의를 몰랐다는 에서 그들은 

우리보다 도덕 으로 우 에 있다. 하지만 인식 능력의 측면에서 그

들은 우리보다 열등한 치에 있다. 그들의 삶 역시 동경과 동시에 

극복의 상이다.
재도 양가 (兩價的)이지만  먼 과거도 양가 이다. 상승과 하

강, 진과 후퇴의 동시 진행은 모든 곳에 다 있다. 역사는 그 자체

로 아이러니이다. 신들이 직  지배한 우주  역사도 아이러니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신화는 이 아이러니를 드러내고자 한다.

역사 인식이 우리에게 주는 아이러니 경험은 국가  제2권의 폴리

스의 성장 역사 문맥(372a 이하)에서도 드러난다. ‘첫 번째 폴리스’의 

사람들은 단순한 자연  욕구와 필요에 만족하며 그 이상의 필요를 

못 느끼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채식을 한다. 그들의 기술은 집짓기, 
옷 만들기, 신발 만들기 수 에 그치며 더 이상의 기술은 이 나라에 

없다. “그들은 서로들 즐겁게 교제하는”(372b) 그리고 쟁을 모르는 

삶을 린다. 이는 그들의 섭생 방식에서 나타난다. 

그들은 한 소 과 올리 , 치즈를 가질 것이요, 시골에서 삶아먹

는 구근들이나 채소 따 도 삶을 것이 분명하이. 한 우리는 아마도 

후식으로서 무화과와 콩류를 그들 앞에 내놓을 것이며, 그들은 한 

포도주를 홀짝홀짝 조 씩 마시면서 도 양의 열매나 도토리를 불에

다 구을 걸세. 이런 식으로 그들은 건강과 함께 평화로움 속에서 일생

15) 678a-b.

16) 679c.

17) 67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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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내다가, 아마도 늙은이로서 고령에 죽으면서, 그와 같은  다른 

인생을 후손들에게 물려  걸세.18)

“후손들에게 그와 같은  다른 인생을 물려 다.”라는 말은 삶의 

동질성의 승을 뜻한다. 평화, 생활의 단순 소박성, 쟁으로부터의 

해방은 정치가 의 크로노스 세  그리고 법률 의 기 인류사회가 

공유하는 삶의 양식이다. 이 ‘첫 번째 폴리스’ 역시 먼 과거에 속한 

것이다. 이 먼 나라는 “건강한 나라”(hygiês polis)로서, 이후 역사 안

에 들어설 “염증 상태의(phlegmainousa)”와 비된다.(372e) 염증 상

태의 나라는 “호사스런(tryphôsa) 나라”로서, 이 나라에서는 육식이 

들어오고, 자연  욕구와 필요의 수 을 넘어서는 기술들이 세포 분

열하듯 왕성히 분화되기 시작한다. 이 나라에는 에는 없었던 질병

이 생기기에 의료 기술이 분화된다.  이 나라에는 잉여 재화와 

토 확장으로 인해 쟁이 발발하므로 쟁 기술도 분화된다. 부정의

는 이 나라에서 발견된다.(372e-373d)
국가  2권의 폴리스 성장사를 이 게 볼 때에는 과거와 재만의 

립이 명백히 두드러지는 것은 사실이다. 평화와 쟁, 건강과 질병, 
소박과 사치, 즉 한편으로는 삶의 동질성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

술과 노동 분화가 이 립을 구성하는 의미들이다. 하지만 이 립만

이 드러내고자 하는 진실의 부는 아니다.
 먼 나라는 라우콘에 의해 “돼지들의 나라”라고 표 된다. 

들은 “고생을 견디어 내려고 하지 않을 사람들”이다.(372d) 들은 

평화롭지만 한가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다. 첫 번째 폴리스는 양가

이다. 이 나라는 한편으로는 향수 어린, 동경의 나라이다. 하지만 

이 나라는 다른 한편으로는 돼지처럼 욕구(epithymia)의－이 욕구 수

이 아무리 소박하다 할지라도－만족에만 머무는 삶의 양식을 제공

할 뿐이다. 욕구 만족에만 머무는 나라를 “참된 나라”라고 묘사하는 

소크라테스의 언명은 라우콘의 표 에 응답하는 아이러니다. 

18) 372c-d. (박종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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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폴리스에 한 묘사가 주는 아이러니19)는 이후 들어서게 

될 폴리스에 한 묘사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사는 지

의 폴리스는 기술 분화와 노동 분화로 “염증처럼 부풀어 오른” 문명

국가이다. 하지만 부정의는 이 문명의 나라 안에 있기도 하지만 정의 

역시 이 나라 안에 있다. 갈등과 문제 자체가 들어설 여지가 원천 

쇄되어 있는 첫 번째 나라에서는 부정의도 없지만, 바로 그 이유 때

문에 정의의 가능성도 없다. 정의의 가능성은 부정의 안에 있다. 정

의는 서로로부터 분화된 것들을 다시 묶어주는 것이다. 즉 분화와 다

기(多起)의 방향들에게 체  연결과 통일을 부여하는 것이 정의이

다. 분화와 다기만 있지 연결과 통일이 없으면 이는 부정의이다. 첫 

번째 폴리스는 언 할만한 분화와 다기가 없기 때문에 부정의도 없지

만 의미 있는 정의의 가능성도 없다. 염증처럼 부풀어 오른 문명국가

에 해서는 “염증상태를 치료하여 제거함으로써”(diakathairontes, 제

3권 399e) 이 나라는 정의로워진다. 정의롭게 하는 가장 요한 방법

은 철학  앎에 의한 지배이며, 철학  앎 역시 문명  기술 분화의 

산물이다. 따라서 염증 상태의 나라－혹은, 염증 상태의 나라  그 

이후－는 양가 이다. 이 나라는 타락과 부패의 의미 계기와 함께 정

의의 가능성 그리고 철학  앎의 가능성을 자기 안에 내포한다. 아이

러니는 먼 옛날의 폴리스에도 그리고 지 의 폴리스에도 있다. 

티마이오스 에서 개되는 우주론은 9000년 의20) 상고 (上古

的) 아테네에 한 이야기를 도입부로 삼고 있다. 상고 아테네의 역

사는 정치가 의 역사에 비해서 규모가 훨씬 작은 것이다. 그리고 상

고 아테네의 역사는 법률  제3권의 역사나 국가  제2권의 역사에 

비해서 훨씬 지역 이고 특수하다. 나아가, 한편으로, 상고 아테네와 

재 아테네 사이의 시간  거리는, 다른 한편으로, 법률 의 기 

인류 사회 혹은 국가 의 ‘첫 번째 폴리스’와 재 아테네 사이의 시

19) 이 아이러니는 다소 약화된 논 이긴 하지만 이미 James Adams(1963) 

vol.1, 100-101에 의해 찰되고 있다.

20) 23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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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거리보다, 물리 으로는 아닐지라도, 어도 상징 으로 혹은 심

리 으로 더 짧다. 왜냐하면 기 인류 사회와 첫 번째 폴리스에서는 

기술의 분화가 없었지만 상고 아테네에서는 있었기 때문이다. 상고 

아테네는 먼 과거 지만 이미 문명사회라는 에서 우리와 가깝다. 
기 인류 사회와 첫 번째 폴리스에서는 쟁 기술도 몰랐고 실제로 

쟁도 없었지만, 상고 아테네 사회에는 쟁 기술도 있었고 실제로 

쟁도 있었다.21) 재 아테네도 쟁으로 철된 사회다. 나아가 상

고 아테네인들은 라톤과 텍스트 내 화참가자들의 조상이라는 

에서도, 상고 아테네는 상 으로 ‘가까운’ 사회 다.
상고 아테네에 한 역사는 지역 이고, 민족  특수성을 담은 것

이고, 우리에게 가까운 것이지만, 그것은 양면성을 가진다. 상고 아테

네의 문명은 혹은 이 문명의 승사는 양가 이다. 아테네 역사 역시 

양가 이라면, ‘역사’의 체를 구성하는 모든 단  역사들은 다 양가

이다. 신들의 직  통치를 받는 크로노스 시  역사도, 인간 스스

로 자신을 돌보아야하는 제우스 시  역사도( 정치가 ), 원시 기 인

류 사회도( 법률  제3권), 첫 번째 폴리스도( 국가  제2권), 아테네 

문명사( 티마이오스 )도 양가 이다.
이집트를 방문했던 솔론으로부터 승된 이야기에 따르면, 상고 아

테네는 재 이집트가 보여주는 문명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 
이집트와 상고 아테네는 동형 이었다. 크리티아스는, 솔론이 이집트

의 성직자들로부터 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화참가자들에게 다시 

한다.

당시의 당신네 나라에 있었던 것들의 많은 를 오늘날 이곳에서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오. 첫째로, 성직자들의 부류가 다른 부류

들에서 분리되고(aphôrismenon), 그 다음으로는 장인들의 부류가 각 

직능마다 다른 직능과 섞이지 않고 자기들끼리 일을 하며, 한 목동

들의 부류와 사냥꾼들의 부류, 그리고 농부들의 부류도 그러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오. 그리고 특히 당신은 사의 부류가 이 고장에서

21) 25a-c에 나오는 아틀란티스와의 쟁 이야기 참조. 한 크리티아스  
108e에 따르면, 상고 아테네는 9000년 에 아틀란티스와 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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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른 모든 부류에서 분리되는 것을 분명히 목격했겠는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쟁과 련된 것들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에도 심을 갖

지 못하도록 법에 의해 정해져 있소.22)

솔론이 듣고서 해주는 이 이야기에 따르면 옛 아테네 사회는 왕

성한 노동 분화  직능 분화를 겪게 된다. 이 분화는 기술과 학문의 

세세한 분화와 함께 이루어진다.

지혜(phronêsis)와 련된 것의 경우에도, 당신은 이곳의 법이 바로 

처음부터 우주  질서(kosmos)에 해서 얼마나 큰 심(epimeleia)을 

기울 는지를 분명히 보오. 그 법으로 인하여 이들 신성한 천체들에 

기 하여 언술과 건강을 한 의료술에 이르기까지, 인간사에 필요

한 모든 것들이 발견되었소. 한 이 기술들을 따르는(hepesthai) 모든 

학문들(mathêmata)도 아울러 획득되었소.23)

우주  질서에 한 원래의 심은 언술과 의술 등 인간  필요

를 한 기술들로 분화된다. 그리고 이 기술들로부터 개별 학문들이 

분화된다. 티마이오스 에는 문명의 역사를 자기 괴로 보는 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을 ‘도덕 ’ 타락이나 부패로 보는 

도 명시 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구 의 숨겨진 함축은, 
옛 아테네 문명은 어도 앎의 에서 하강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다.24) 우주  질서에 한 큰 심은 인간을 한 기술들의 분화를 

매개로 하여 개별 학문들에로 특수화된다. 체 우주  질서에 한 

심은 개별 사실들에 한 부분  앎으로 편화된다. 지혜는 부분

 지식들에로 편화된다. 그러나 편화는 무질서의 상징이다. 옛 

아테네 사회를 이룩한 선조들은 “훌륭한 법질서”를 갖추고 “훌륭한 

행 ”을 행하며 “훌륭한 정치체제”를 구 했던(23c) “가장 훌륭한 종

족”(23b)이었지만, 앎의 편화를 래한 종족이기도 하다. 그들이 이

룩한 문명은 인식의 무질서로 향하는 길을 가고 있었다.

22) 24a-b. (박종  역).

23) 24c. (박종  역을 바탕으로 필자가 약간 고침.)

24) 이 함축에 해서는 K. Gaiser(1961) 15, Fn. 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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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만 “기술들을 따르는 모든 학문들”에는 철학도 있었다. 기술 

분화는 철학의 분화도 함께 가져온다. 철학 역시 기술과 문명의 분화

로부터 나 에 산출된 것이기는 하지만, 철학은 분화된 앎을 추구하

지는 않는다. 철학은 앎의 통일을 목표로 한다. 기술 분화의 기원 역

할을 했던 “우주  질서에 한 큰 심”은 나  단계의 분화물인 철

학에 의해서 다시 각성된다. 이제 화참가자 크리티아스에 이어 곧 

티마이오스가 주도하게 될 우주론은 이 각성 작업의 시도 혹은 비

일 것이다. 그런 에서 옛 아테네 문명의 지성사는 쇠락이기도 하지

만 동시에 상승이기도 하다.
신들이 직  지배했던 크로노스 치세도, 지  제우스 시 도, 아직 

문명을 몰랐던 기 인류 사회와 첫 번째 폴리스의 역사도, 그리고 

찬란한 옛 아테네 문명도 양가 이다. 아이러니는 역사의 모든 자락

에 다 들어 있다.

Ⅳ. 전통의 비판

과거의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문명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물음은 물론 라톤이 처음 던진 물음은 아니다. 라톤 이  통들

을 살펴보면 이는 이미 오래된 물음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단지 라

톤은 이 물음에 한 통  견해들을 넘어서서 보다 깊은 메시지를 

던지고자 한다.
헤시오도스의 노동과 나날 은 바로 이 물음을 배경으로 한 노래

이다. 헤시오도스가 볼 때 신들 혹은 신들의 세계로부터 떨어져 나온 

인간의 역사는 쇠락으로 철된다. 문명의 발견 그리고 기술의 진보

는 인간에게 불행이다. 첫 번째 인류 세 , 즉 황  족속은 크로노스 

치세에 살았다. 그들은 신처럼 살았다. 그들은 걱정도, 수고도, 슬픔

도 몰랐다. 한 그들은 노화를 몰랐고, 항상 기쁨 속에서 살았다. 삶

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땅이 알아서 다 공 해 주었다.(109-119)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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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두 번째 세 , 즉 은 종족이 태어난다. 이들은 황  종족보다 몸

과 마음에 있어서 열등하다.(128-9) 이들은 서로 서로에 해 방종을 

일삼고, 신들을 존경하지 않았다. 제우스는 이들을 “덮어 버린다.”(134-9) 
그 다음 세 , 즉 동(銅) 종족은 철 히 괴만 일삼는 종족이었다. 그들

은 동으로 무기를 만들고 도구를 제작했다. 이들은 신의 개입이 없어

도 스스로의 손에 의해 괴된다.(145-152) 네 번째 세 인 웅족에 

의해 역사의 쇠락은 잠시 멈추어지는가 싶었지만 체  후퇴 흐름은 

막을 수 없었다. 웅족 이후 세 , 즉 재의 철 종족 세 가 겪는 

참담함은 바로 앞 세 와 비교할 때 오히려 더 확연해진다. 그들의 

일생은 수고와 슬픔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 가족 간의 유 와 존

경도, 최소한의 신뢰도 없다. 정의(dikê)는 괴되었고, 염치(존경심, 
aidôs)는 없거나 곧 없어질 이다. 거짓말과 질투와 증오만이 난무한

다.(175-195) 재는 황  족속 시 와 완 히 반 된다.
헤시오도의 속 신화에 따르면 역사는 진 인 퇴보이다. 철은 

부패에 가장 약한 속이다. 황 은 가장 빛나는 속이다. 황 으로 

상징되는 크로노스 치세는 구나 꿈꾸는 동경의 세계이다. 가장 먼 

과거는 재의 이상향이다.
신의 세계로부터 떨어져 나온 인간의 역사를 정 으로 바라보는 

 역시 오래된 것이다. 아마도 인간 역사, 특히 문명사를 정

인 진보로 명확히 악한 첫 번째 사람은 크세노 네스인 듯싶다. 
“신들은 처음부터 사멸하는 인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보여주지 

않았다. 하지만 인간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보다 나은 것(ameinon)
을 찾으면서 발견한다.”(DK21, B18)25)

소피스트들 역시 체로 인간의 문명사를 “보다 나은 것”을 발견하

는 과정으로, 즉 정 으로 바라본다. 소피스트 연구 자체가 일반

으로 문헌 승의 어려움을 겪기에 역사 발 에 한 그들의 견해가 

잘 정리되어 있는, 어느 정도 완결된 텍스트를 찾아낸다는 것은 쉽지 

25) 아낙사고라스가 보는 인간의 문명사도 정 이다. 인간은 기술(technê)

의 발견 이 에는 동물보다 열등했지만 기술의 발견 이후 동물을 제압하

고 이용한다. DK59, B2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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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그 지만 텍스트 증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블라스(F. 
Blass)에 따르면 우리에게 승되는 얌블리코스(Iamblichos)의 로

트렙티코스 (Protreptikos)  제 20장은 기원  5세기 어느 익명의 

소피스트가 쓴 텍스트이다.26) 이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인간은 본

성상 혼자 따로 살수 없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함께 모여들었다. 
어쩔 수 없는 이 어려움에 맞서고자 인간을 한 체  삶의 양식이 

발견되었고, 기술 인 수단들(technêmata)도 발견되었다. 그들이 무법 

상태에서 함께 삶을 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다. (…) 이런 어

쩔 수 없는 이유 때문에 법과 정의가 인간 사회를 지배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들이 한번 들어온 후에는 이것들을 바꿀 수는 없었다.”27)

자연이  어쩔 수 없는 곤란함과 어려움 때문에 인간은 함께 살

게 되었고, 이를 통해 기술을 발명할 수 있었고, 나아가 법과 정의로

운 사회를 만들 수 있었다. 이 텍스트의 함축은, 인간이 자연 상태로

부터 빠져 나와 문명 상태로 이 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강제의 힘 

때문이었지만 그것은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이다.
인간의 문명 발 에 한 정 인 시각은 고르기아스가 쓴 팔라

메데스(Palamedes)를 한 변론 연설에서 더 확실히 드러난다. 인간

이 곤궁한 삶(aporos bios)에서 여유 있는(porimos) 삶으로, 무질서

(akosmos)의 삶에서 질서 있는(kekosmêmenos) 삶으로 ‘상승’하게 된 

것은 팔라메데스의 기술 발견 덕택이다. “ 가 인간의 삶을 곤궁한 

삶에서 여유로운 삶으로, 무질서의 삶에서 질서 있는 삶으로 바꾸어

놓았는가? 가 쟁의 기술을 발견하여 부의 축 에 크게 기여했는

가? 가 성문법을 발견하여 정의를 보호했는가? 가 문자를 발견하

여 기억의 도구가 되게끔 했는가? 가 측정 단 와 무게 단 를 서

로 결합시켜 상호 거래가 용이하도록 했는가? 가 셈을 발견하여 재

산 보호가 가능하도록 했는가? 가 홧불을 발견하여 신속하고도 

훌륭한 령이 되게끔 했는가? 가 장기 놀이를 발견하여 여유 시간

26) 이 에 해서는 Diels/Kranz(1951-2) vol.2, S.400의 각주 참조.

27) DK89,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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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따분하지 않도록 해주었는가?”28)

라톤이 역사를 바라보는 과 태도는 통 인 견해들의 단순

성을 뛰어넘고 있다. 헤시오도스가 볼 때 크로노스 치세는 이상향이

지만, 라톤이 볼 때 그것은 이상향으로만 남는 것은 아니다. 크세

노 네스와 소피스트들이 볼 때 인간의 문명사는 “보다 나은 것”을 

찾아가는 진보의 길이지만, 라톤이 볼 때 그 길에는 꼭 진보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문명과 기술의 발 사를 진보 자체로 보는 것은－

시 착오  표 을 의도 으로 빌리면－‘계몽주의 ’ 오류다.
라톤은 자신의 신화 혹은 옛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는 그리 단순

한 것이 아님을 독자에게 말하고 싶어 한다. 역사는 일직선 에서 

한 방향으로만 일어나는 운동이 아니다. 그것은 앞으로 감과 동시에 

뒤로 가는 운동이다. 혹은 로 감과 동시에 으로 내려가는 생성의 

과정이다. 모순이 허용되는 것은, 역사는 존재 자체의 세계가 아니라 

생성의 세계에 속하기에 그 다. 그리고 이 생성의 동시  모순 과정

은 아마도 속 으로 반복된다. 그것은 돌고 돈다. 역사는 모순의 

순환이다.

라톤의 역사철학을 재구성할 때 우리가 고찰해야 할 라톤의 텍스

트가 하나 더 있다. 로타고라스 편의 로메테우스 신화(320d-322d)
가 그것이다. 이 신화 역시 정치가  신화의 한 거리를 형성하는 

주제, 즉 ‘신들의 선물’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로타고라스 의 

로메테우스 신화는 소피스트 로타고라스의 입에 의해, 그것도 소

크라테스에 한 반  논증 문맥 안에서 이야기되고 있다. 라톤은 

이 신화를 통해 역사 인식에 한 소피스트  견해를 노출시키고자 

원하고, 나아가 동시에 독자에게 이 견해의 문제 을 함축 으로 드

러내고자 원한다.
로타고라스가 하는 로메테우스 신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29) 신들은 피조물들을 일단 창조한 후 이들을 더 완성시키

28) DK82. B11a,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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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은 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에게 임했다. 그래서 모든 동

물들은 제각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생존 능력을 부여받게 되나, 에

피메테우스의 부주의로 인간만 이 수혜를 못 받게 된다. 로메테우

스는 인간을 구원하기 해 헤 이스토스와 아테네로부터 불과 “기술

 지혜”(entechnos sophia, 321d)를 훔쳐 인간에게 선물한다. 이 기

술로부터 “삶의 여유(euporia)가 인간에게 생기게 된다.”(321e) 인간은 

기술들을 갖게 되었지만 여 히 흩어져 살았다. 따라서 기술들은 인

간의 생존에 아직 충분한 것이 못되었고, 폴리스와 같은 사회 제도 

혹은 정치체제에 의해 보완될 필요가 있었다. 인간들이 한 공간에 모

인다고 해서 그것이 폴리스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인간은 신들의－이 

경우 제우스의－두 번째 선물을 필요로 했다. 그것은 “정치  기술”(politikê 
technê, 322b)이었다. 정치  기술의 핵심은 정의(dikê)와 염치(존경

심, aidôs)라는 덕 혹은 능력이었다.(322c) 정의와 염치가 나라의 질

서요, 결합의 끈이기 때문이다. 제우스의 리인 노릇을 하는 헤르메

스가 묻는다. “제우스님, 정의와 염치를 인간들에게 선물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할까요? 지 껏 기술들이 나 어졌던 방식으로 할까요?” 지

까지 각 기술은 그때그때마다 몇 사람에게만 나 어졌었다. 제우스

는 답한다. “모두에게 나 어주어라. 모두가 이것의 몫을 나 어가

져야 한다. 지 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수만 이것을 나 어가진다면, 
폴리스는 생겨나지 않으리.”

로타고라스가 하는30) 신화에 따르면, 인간의 문명사는 두 단계

의 상승을 갖는다. 첫 번째 단계는 기술 취득을 근거로 해서 동물  

삶을 넘어서는, “여유”를 구가하는 상승이고, 두 번째 단계는 사회 

결성을 통해 완 한 자기보호에 성공하는 상승이다. 헤시오도스가 볼 

때 정의와 염치는 옛날에는 있었지만 재 세 에 와서는 사라졌거나 

사라져가고 있다. 하지만 로타고라스가 볼 때 정의와 염치는 옛날

29) 이 신화의 의미와 기능에 한 개 으로서는 Bern Manuwald(1999) 173-180 

참조.

30) 라톤의 로타고라스 보고가 얼마나 역사 인가 하는 문제는 다행히 이 

의 목 과 큰 상 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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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없었지만 재 세 에게는 구 돼 있다. 그리고 이 정의와 염치

라는 것은 ‘두 번째 기술’ 자체 혹은 그 결과이다. 기술이 인간의 삶

을 로 끌어 올려 다. 기술이 역사 진보의 힘이다.
로타고라스가 말하는 ‘정치  기술’의 역사  배경은 무엇인가? 

그것은 소피스트 운동을 가능  했던 기원  5세기 아테네의 사회 

체제, 즉 민주주의 다. 소피스트 혹은 당시 아테네인이 생각하는 민

주주의 가치 에 따르면, 폴리스를 가능  하는 필수 자질 혹은 능력

은 모든 시민들 각각에게 어떤 요한 차등도 없이 골고루 퍼져 있

다는 것이다. 정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은 구나 가지고 있다. 로타

고라스가 함축하는 것은, 기술 분화의 마지막 산물인 민주주의  정

치 기술은 역사 발 의 미를 장식한다는 것이다.
라톤의 실 체험은 이런 역사 , 나아가 정치  기술에 한 이

런 견해와 배반된다. 로타고라스가 들려주는 신화와 정치가 의 손

님이 들려주는 신화는 화합불가능하다. 정치가  292d에서 손님은, 
정치  기술, 즉 지배의 기술은, “그것을 획득하는 것이 가장 요하

면서도 가장 어려운 기술”이라고 말한다. “나라 안에서 들이 이 

기술을 획득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292e) 정치  기술은 소

수의 문가에게만 근 가능한 사안이다. 로타고라스가 말하는 정

치  기술은 정치가 에서 발견하고자 하는 정치  기술이 될 수 없

다. 철학  앎과 결합하지 못하는 정치술은 참된 정치술이 아니다. 
그리고 철학  지혜는 로타고라스가 말하는 “기술  지혜”의 수

을 뛰어 넘는 성격의 종류다. 요컨  민주주의  정치술은 역사 발

이 아니라 쇠락을 가져온다. 라톤이 보기에 그것은 아테네 문명을 

병들게 하는 암  존재와도 같은 것이다.

Ⅴ. 역사 경험과 철학의 자기이해

정치가 의 신화 안에는 라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시 를 어떻

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묻어 있다. 라톤이 보기에 기원  4세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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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테네 사회는 이미 문명의 끝에 다다르고 있다. 이는 문명과 기술 

분화의 오랜 과정 자체로부터 견된 쇠락이었다. 아테네 민주주의는 

문명 발 의 징표가 아니라 국의 정이었다. 철학은 무엇인가? 철

학의 은 문명의 그림자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욱 밝아진다. 문

명과 문화가 쇠락하면 할수록 철학  앎은 더욱 명철해진다. 철학  

정신은 문명의 황혼에 불을 밝히는 미네르바의 부엉이의 이다. 역

사는 문명의 쇠락을 통하여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이성의 자기

표  과정이다. 헤겔  역사 경험의 단 를 라톤은 선취하고 있다.
라톤은 인간사의 쇠락 과정을 그리고 우주  자연사의 과정을 

신화  언설로써 그린다. 논증이 아니라 신화 혹은 옛 이야기를 선택

한 이유는, 이해하고자 하는 상이 존재 자체가 아니라 생성에 속한

다는 , 그것도 생성의 한 부분이 아니라 생성의 통시 (通時的)․공

시 (共時的) 체라는 에 있다. 지성의 개념에 악되지 않을 정도

로 언제나 생성 인 사건들을 체 으로 모아서 연결하는 것은 하

나의 그림이지 논증이 아니기 때문이다. 신화는 생성하는 것들을 하나

로 모으는 체  직 이다. 
그 다고 해서 신화가 그려주는 것이 거짓은 아니다. 신화라는 언

설은 진리 혹은 진실의 몫을 나 어가진다.31)

문명사의 쇠락은 필연이다. 문명의 분화  기술의 분화는 결국 쇠

락 국면으로 어들게끔 되어 있다. 도구  기술은 발 하겠지만 이 

발 은 사람들의 도덕  타락을 낳기 때문이다. 이 도덕  타락을 

라톤은 법률  제3권에서 ‘무지’(amathia, anoia)라고 부른다. ‘무지’는 

기술  무지라기보다는 도덕  무지, 그러니까 앎의 원리가－개인의 

혼 혹은 삶의 차원 안에서든, 국가의 차원 안에서든－지배하지 못

하는 상태 일반을 지시하는 말이다.

내가 주장하는 바는, 이성  단에 한 고통과 쾌락의 이런 불일

치가 가장 극단 인 무지이며, 그것이 혼의 부분을 차지한다는 

31) 신화의 ‘진리’에 해서는 법률  제3권 677a, 티마이오스  20e, 22c, 26e 
참조.



특집136

에서 ‘가장 큰’ 무지라는 것이다. 혼에서 괴로워하고 즐거워하는 부

분32)은 바로 나라에서 민 과 다 (多衆)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성상 다스리게 되어있는 것들인 앎(epist m ), 의견(doxa), 이성  말

(logos)과 혼이 립할 때, 이런 상태를 나는 무지라고 부른다. 그리

고 나라의 경우에는 다스리는 자들과 법률들에 다 이 복종하지 않을 

때, 더 나아가 개인의 경우에는 훌륭한 이성  말이 혼 속에 있으나 

좋은 결과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이 말과 정반 되는 결과

를 래할 때도 마찬가지다. 나로서는 나라든 시민 개개인이든 그들의 

이런 모든 상태를 가장 조화롭지 못한 무지로 간주할 것이다.(689a-c)

앎의 원리가 아니라 욕망이 지배하는 상태가 무지이며, 이것은 하

나의 한 악이다. 이 무지가 과거 문명국가들의 멸의 원인이다.

왕들 뿐 아니라 그들이 품었던 계획 체가 멸한 까닭은 비겁함 

때문이 아니고, 지휘 들과 이들을 따라야 할 자들이 쟁 방법을 몰

라서 때문에도 아니다. 재앙의 원인은 다른 모든 종류의 악(kakia), 특
히 인간사 가운데 가장 한 것들에 한 무지로 인해서이다.(688c)

무지는 ‘무질서’를 낳고, 무질서는 악이다. 무질서로 향해 하강하는 

문명사의 흐름은 필연이다. 인간의 문명사는 우주  자연사의 한 부

분이고, 우주  자연사는 무질서의 방향으로 흘러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치가  신화에서 손님은 크로노스 시 의 우주  자연사 

기술 맥락 안에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273b-c)

처음에 우주는 신의 가르침을 보다 정확히 수행했지만 나 에는 

 부주의해졌다. 이 게 된 원인은 우주의 체 혼합을 구성하는 신

체  요소 때문이다. 신체  요소는 우주의  먼 기원 시 에서부터 

같이 자리를 한다. 우주는 지 의 세계 질서를 갖추기 시작하기 에 

완 한 무질서의 상태 다. 우주는 우주를 조립한 신으로부터 모든 훌

륭한 속성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 지만 천체에서 생기는 모든 부정

의한 일과 어려운 일은 바로 이 의 무질서 상태로부터 기원하기 

때문에 우주 자신이 이 일을 겪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주는 재차 

이런 것들을 피조물들 안에 심어 놓는다.(enapergazesthai)

32) 욕구 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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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조물들은 우주의 부분이다. 그리고 체의 본질  속성, 즉 무질

서는 부분에로, 그것도 부분의 ‘안’으로 이된다. 인간사에서 악의 발

은 결국 피할 수 없다. 우주가 나  단계에는 무질서의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듯이, 인간 역사의 나  단계 역시 쇠락의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정치가  신화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말은 의미심장하다. 
“우리 인간은 우주 체를 항상 모든 시간에 걸쳐서 모방하면서 혹은 

따라다니면서 이런 삶의 양식 혹은 런 삶의 양식을 취한다.”(274d)
라톤이 볼 때 철학을 한다는 것은 역사가 쇠락하는 필연을 조망

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것까지 포함한다. 그러나 필연의 수용이 회피

나 좌 을 의미할 필요는 없다. 철학은 쇠락의 필연을 인정하면서도 

무질서의 힘에 항하는 인간  정신의 표 이기 때문이다. “우주에

는 악이 선보다 많다.” 그러나 “[악에 항한] 우리의 이 투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33) 문명사  쇠락이 신체  요소에 기인하는 우주  

운동의 모방이라면, 철학은 질서를 복권하고자 하는 신  이성의 모

방이다. 크로노스 시 는 체념주의자에게는 단지 향수(鄕 )의 세계로

만 남지만, 철학자에게는 실 되어야할－이 실 이 아무리 제한 이

라 할지라도－모방의 상이다. 철학은 크로노스 치세로 상징되는 신

 이성의 인간  모방이다. 혹은, 철학은 신  이성의 도래를 비

한다. 신  이성이 지배하는 방식은 “ 원히 동일한 상태에서 머물고 

원히 동일한 자로 있는”( 정치가  269d) 방식이다. 신  이성의 지

배 방식을 인간  이성은 신체와 욕망과 생성의 세계에서 가능한 한 

최 한으로 모방 혹은 비하고자 한다.34)

33) 법률  제10권 906a.

34) 이 논문은 2008년 가톨릭 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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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lato’s Experience of History and 
Self‐Understanding of Philosophy:

A Study Focusing on Plato’s Statesman

Lee, Chang-Uh 

According to the myth of Hesiod’s Metal, history is a gradual 
degeneration. Based on this myth, the remotest past represents an 
ideal for the present time. On the contrary, the Sophists would like 
to regarded the history of human being as progress. They 
considered the invention of technology to be a starting point for the 
progress of history. However, Plato’s viewpoint and attitude towards 
history overcomes previous traditional opinions. According to Plato, 
‘the remote past’ does not remain only an ideal. Indeed, the history 
of civilization by humankind may be a route for seeking a better 
thing, but it is not the case that only progress occupies this route. 
The history of civilization by humankind is ambivalent. The history 
of civilization brings the self‐destruction of civilization and moral 
corruption, as well as technical development. However, the end of 
civilization enables an increase of scientific understanding, especially 
self‐awareness of philosophy. In this regard, human history is both 
on an ascent and on a descent. This ambivalence can be confirmed 
in all parts of history. The ambivalence is seated in the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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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 there’, i.e. in that of Cronus’s reign, and furthermore in that 
of primitive human society immediately after the Great Flood. This 
age now is ambivalent, and yet the remote past is so. To do 
philosophy includes contemplating the ambivalence of history. 
Philosophy makes awareness of herself through an experience of the 
ambivalence of history.

Keywords: Plato, History, History of Civilization, History of 
Technology, Ambivale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