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싣툴억| 해마역 (peri theõn) ’롤 통한

프로타고라스의 인식론 연구
이윤철
(서울대학교 철학과 대학원)

인식 (epistëmë) 의 문제를 다루는 대화편인 『테아이테토스』편에서，
소크라테스의 대화 상대자인 테아이테토스는 ‘인식은 지각(aisthësis) ’
라는 정의를 제시한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테아이테토스의 이와 같
은 정의를 프로타고라스의 인식론의 입장이라고 규정한다. 이와 같은

규정 이후， 플라톤은 프로타고라스의 인식론을 해석한 뒤， 비판적으
로 해체하는 작업을 이룬다. 그의 해석 작업은 프로타고라스의 인간
척도설 (homo

mensura these) 즉 ‘인간은 모든 것의 척도(metron)

인데， 있는( 인) 것들에

대해선 있다(-이다)고， 그리고 있지(-이지)

않은 것틀에 대해선 있지(-이지) 않다고 하는 바의 척도이다(152a) ’

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결과 프로타고라스의 인식
론은 사적 인식론의 입장에서 대상의 존재성 (tou ontou: of being)
과 무오류성 (apseudes: non-fallacy) 을 확보하며， 지각(perception) 에

입각한 상대주의 인식론으로 귀결된다. 그런데 어떠한 인식론이 이와
같은 입장을 가진다는 것은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지게 된다. 우선 첫
째로 문제가 되는 점은 동일한 인식 주체가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상반되는 혹은 각기 다른 지각 내용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과， 둘째로 제시되는 문제는 지각이 그 대상으로 가지는

것은 외부 대상으로부터 유출되는 지각 내용이지， 그 외부 대상 자체
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처럼 제시되는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플라톤은 헤라클레이토스의 만물유전설 (flux

떠한

것도

결코

있는(-인)

것이

아니고，

언제나

theory) , 즉 ‘어
생성되고

있다

(152d) ’를 프로타고라스의 인식론에 대한 존재론적 기반으로 도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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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그 결과 아이러니하게도 프로타고라스의 인식론은 다시 세 가
지의 문제점을 통해 감각(sensation) 에 입각한 극단적 상대주의로 전
락하게 되며， 마침내 처음 충족되었다고 여겨졌던 대상의 존재성 및
무오류성조차 충족시키지 못한 채 완전히 해체되고 만다.

프로타고라스의

인식론이 가지게 되는 세 가지의 문제점은 각각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은 판단이 불가능하다. 지각 내용에 대한 인
식 주체의 접수는 이를 토대로 한 어떠한 판단 즉 로고스를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인식 주체는 자신의 자기동일성을 확보할
수 없다. 헤라클레이토스의 만물유전설이 제시하는 바에 따라， 인간
올 포함한 모든 존재하는 것에 주어진 시간은 끊임없이 단절된 순간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인간이 자신의 자기동일성을 확보
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성적 판단은 차치하더라도， 자신의 감각적 경
험조차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인식을 연속적인 션

상에 놓을 수 없다는 데로 이어지게 된다. 셋째 각각의 인식 주체들
이 서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이나 의미를 사전에 (혹은 순간이라
도) 공유를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각각의 인식 주체들은 서로
상호간에 어떠한 의사소통'-(dialegεsthai)도 가질 수 없다. 왜냐하변
인식 주체틀은 자신에게만 고유하고 사적인

일회적인 감각정보만을 가지게 되므로
다른 시간

게다가 지속적이지 못한

자신 스스로조차 시간 tl 과

t2 사이에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는 처지에 있으며， 더

나아가 타인과의 의사소통은 처음부터 차단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프로타고라스의 인식론은 결국 스스로 무

너질 수밖에 없으며， 동시에 인식으로서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종류의 것이 된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플라톤이 해석하여 해체되고

마는 프로타고라스의 인식론만을 아무런 비판과정 없이 받아들여야
만하는가?

『테아이테토스』편에서， 소크라테스는 프로타고라스의 인식론을 따
를 경우， 프로타고라스 자신은 누구보다도 더 참될 수 없으며， 더 나
아가 신(神)들 조차도 테아이테토스보다도1) 더 참될 수 없다고 말한

다. 그런데 프로타고라스의 이와 같은 말로 인하여 그 자신의 인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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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판을 받게 되자， 플라톤은 프로타고라스가 신에 대해 말 수 없
다고 하기 때문에 선과 관련하여 자신을 비판하는 것은 아마도 옳지
않을 것이라는 그의

입장을 대변한다. 프로타고라스가 시에 대하여

알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은 대화편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theous te eis to meson agontes , hous egõ ek te tou
legein kai tou graphein peri autõn hõs elsm e hõs ouk
eisin ... (1 62dl
. 신들에 대해서는 그 신들이 있다( 이다)고 해야 할 지 있지
( 이지) 않다고 해야 할지 말하는 바나 저술하는 바에 있어서 논
외로 한다 .. ,
도대체 왜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어 프로타고라스가 신들

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한다고 하는가? 그리고 과연 프로타고라스는

신들에 대해 단지 이처럼 말했던 것인가?
프로타고라스는 섹스투스 엠피리쿠스와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우스

등을 통해서 신들에 대한 언급을 직접 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더군다나 디오게네스는 프로타고라스가 대중 앞에 나서서 행했던 연
설 중에 가장 처음의 것이 다름 아닌 신들에 대한 프로타고라스 자

신의 판단이라고 전하고 있다，2) 만약 디오게네스의 전승이 사실이라

면， 플라톤은 프로타고라스의 신들에 대한 언급을 『테아이테토스』편
을 저술하기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미
알고 있던 그 내용을 162d 에서와 같이 우회적으로 표현하면서 밝히
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테아이테토스」편이 인식이 무엇인지에

대해 탐구하는 대화편이며， 대화펀 통틀어 가장 많은 부분을 프로타
고라스의 인식론을 해석하고 해체하는 데 할애하고 있다는 점을 염
두에 둘 때， 플라톤이 프로타고라스의 인식론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

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인식 판단인 신들에 대한 언급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힘들다. 즉 펄자가 궁극적으

1) 즉， 자신에게 고유한 지각 내용을 가지는 인식 주제를 의미한다

2)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우스 f 저명한 철학자틀의 삶~， 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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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플라톤이 『테아이테토스」편을 통해 프로

타고라스의 인식론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왜 프로타고라스가 인식과

관련하여 직접 언명을 했다고 전해지는 말을 다루지 않는가 하는 점
이다. 이와 같은 문제 제기는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프로타고라스의
신들에 대한 판단은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한 인식의 결과로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신들에 대해 인간이 어떠한 입

장을 취해야 하는지를 직관을 통해 제시한 것이 아니라， 인식의 대상
으로 신들을 놓고 그 대상을 고찰해 본 결과로서 인식 주체 즉 프로
타고라스 자신에게 주어진 판단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프로타고

라스의 인식론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 인식의 한 사례인 신틀에 대한
판단음 플라톤이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가 어려

운 점이다.
이후에 제시될， 섹스투스와 디오게네스에 의해 전승된 프로타고라
스의

신틀에 대한 언급인 ‘신들에 대하여 (peri theõn) ’를 살펴보면，

플라톤이 이 단편과 관련하여 『테아이테토스』편에서 언급한 것이 일
견 올바르다고 볼 여지는 있다. 왜냐하면 “프로타고라스는 신에 대해

서 ‘알’ 수 없다”고 한 것을，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프로타고라스는
신에 대해서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데 논외로 하고자 한다”고 표
현할 수 있는데， 그리스어

legõ와 graphõ는 일차적으로 ‘말하다’와

‘쓰다’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단순히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나 쓰는
것이 아니라， 글의 내용이나 흐름에 따라서 oida(eidenai) 즉 ‘안다’
의 의미를 가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3) 그러므로 플라톤은 비록 oida

(eidenai) 라는 인식 주관의 상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동사를 사용
하지는 않았지만， 대선에 legõ 와 graphõ 라는 표현을 통하여 프로타
고라스의 신에 대한 언급을 나름대로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는 있다.
3) 이와 같은 이해의 도움을 위하여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저술들에서

legö de라는 말을 매우 빈번히 사용한

다. 이는 단순히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라， 보다 한정적으로 ‘내가 이
해하고 아는 바에 따라서 의미하는바’라고 해석이 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legö는 ‘안다’는 의미의 동사인 oida(eidenai) 와는 별반 차이가 없다.
또한 곧이어 인용될 섹스투스의 표현을 통해서도 legö와 oida{eidenai) 는 동
의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쉰들에 대학역 (peri theõn) ’를 좋맏 프로타고라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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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플라톤이 직접적으로 프로타고라스의 ‘신들에 대하여’를 제시
하여 대화편 상에서 드러내고는 있다고 이해하기는 어렵다. 대화편에

서 플라톤이 의미하는 바는 프로타고라스는 신들에 대해서 알지 못
하기 때문에， 신들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더 이상 논의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말하다’와
‘쓰다’를 ‘안다’와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알지 못한

다’를 대화편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논외로 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플라톤

은 프로타고라스의 직접 언명을 제쳐두고서 우회적인 표현들을 사용
하여 ‘신들에 대하여’를 대화편 상의 논의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인
가?4) 프로타고라스의 ‘신들에 대하여’는 단순히 신들에 대해 프로타

고라스는 알 수 없다는 것만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 단편은 또한 프
로타고라스가 왜 신들에 대해 알 수 없다고 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이유를 제공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이유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인가? 우선 섹스투스와 디오게네스를 통해 전승되
는 단편을 살펴보자.5)

4)

놀랍게도 이 점에 대해서 주목하는 학자는 찾아볼 수 없으며~테아이테토스」
의 대표적인 해석가인 콘포드 (comford) 나 버니옛 (bumyeat) ， 그리고 맥도웰

(McDowell) 과 보스톡(Bostock) 조차도 본 대화편과 프로타고라스의 신에
대한 언급 사이의 상관성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버니옛
(1990) 은 p.286 에서 단지 이에 대해 레뱃 (Levette) 의 번역에 각주로서， ‘프로

타고라스에 의한 유명한 선언에 대한 언급은 다음과 같다: 신들에 대하여 나
는 그들이 있는지 혹은 있지 않은지， 또는 형태가 어떠한지 알지 못한다 왜냐
하면 [그것을] 아는 데에는 많은 방해물들이 있기 때문인데， [그 방해물들은]

대상의 모호함과 인간 삶의 짧음 [등] 이다.’라고만 처리하고 있으며， 거드리

(Guthrie, 1978) 역시 p.234에서 프로타고라스의 ‘신들에 대하여’에 관해 설명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말이 가지는 함의나 인간척도설과의 관계 등에 대해
서는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프로타고라스의 ‘신들
에 대하여’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일까? 아마도 이는 프
로타고라스의 ‘신들에 대하여’와 인간척도설 사이의 무관성을 암묵적으로 표

현하고 있거나 혹은 오로지 『테아이테토스」에 대한 해석을 하는데 ‘신들에 대
하여’는 텍스트 상에서 거의 무의미하게 간략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논외로

빼버렸을 것으로 사료된다

5)

이하 제시된 프로타고라스의 선에 대한 두 언급을 두루 통괄하여 다룰 테지

만， 가급적 보다 표현이 명확하고 이유까지 제시하고 있는 디오게네스의 전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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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 de theõn oute ei elSm out ’ hopoioi tines elS1 dynamai
legein: polla gar esti ta kõlyonta me.( 섹스투스 엠피리쿠스 l 자
연철학자들에 반대하여~ l. 56 , DK A12)
그런데 신들에 대하여 [신들이] 있는( 인)지 혹은 어떠한 모습
인지 [나로서는]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신들에 대해 밀하는 데 j
나를 [막는] 방해물들이 많기 때문이다

peri men theõn ouk exõ eidenai out ’ hõs eisin , out' hõs ouk
eisin: polla gar ta kõlyonta eidenai , he t ’ adelotes kai braxys
õn ho bios tou anthrõpou.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우스 r 저명한 철
학자들의 삶~ 9.51 , DK B4)
신들에 대하여 [신들이] 있는(←인)지 혹은 있(←이)지 않은지 나

는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신들을] 아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많은
데， [그 방해물들은] [신들의] 불분명함과 [신틀을 알기에는] 인간
의 삶이 짧다는 것이다.

‘신들에 대하여’는 hös elsm. hös ouk elsm구문을 이용하여 인식
대상의 상태 (status) 를 제시하고 있다. 즉 신이 있는( 인)지 혹은 있

(→이)지 않은지 라는 상태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어에서 사용

되는 einai(be) 동사는 크게 세 가지 용법으로 이해되는데， 각각 계사
적

용법 (copula)과 진리확정사적

용법( existentiaD 으로 사용된다

용법 (veridical) , 그리고 존재사적
그렇다면 ‘신들에 대하여’에서 사용

되는 동사는 어떠한 용법으로 이해되어야 하는가? 플라톤은 프로타
고라스의

인간척도설올 해석하는 과정에서，

인간척도설에 사용되는

em31동사를 진리확정사로 해석하였다 6) 그런데

신들에

대한 인식 주체의

인식

대상으로서의

판단상태를 밝히고 있는 이 단편에서는

eisin(einai)을 진리확정사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변 진리확정사로
본다는 것은 어느 특정한 상태가 바로 그와 같이 그 대상을 인식하

는 주체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럴 경우 인식 주체가 인
식의 그 대상을 얄지 못한다고 말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

을 주로 하여 살펴볼 것을 제안한다.

6)

~테아이테토스J

152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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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만약 대상이 특정 상태로 나타나는 경우엔， 인식 주체가 대상을
그러하다고 여겨지는 만큼 그에게 그러하게 나타난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고， 이와 달리 다르게 나타난다면 역시 그 경우 인식 주체에게

대상이 달리

여겨지는 만큼 이전과는 다르게 나타난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며， 그 결과 인식 주체는 각각의 경우 다르게 인식
혹은 지각한다고 하면 될 것이지 굳이 그 대상을 모른다고 말 할 이

유를 가지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 부분의 동사를 계사로서

보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프로타고라스는

hös elsm , hös ouk eisin 외에， hopoioi tines , 즉 신이 어떠한 모습
인지를 묻고 있기도 하는데， 만약 emal가 계사로만 역할을 한다면

hopoioi tines를 묻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신들에 대하여’에서 등장하는 emal동사는 존재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7) 게다가 그리스어 emal 동사에 대한 연구가인 칸

(Kahnl 은， 파르메니데스의

단편을 위시하여， 기원전 4 세기

이전의

글에서 보여지는 emal 동사는 주로 진리확정사로서의 역할을 가지지
만， 종종 존재사로서의 역할도 가지는데 그 기능을 하는 경우의 대표
적인 예로 프로타고라스의 ‘신들에 대하여’를 틀고 있어서 펼자의 해
석과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8) 따라서 우리는 이제 ‘신들에 대하

여’에 대하여 프로타고라스가 의도하고 있는 바를 유추하여 정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이 종합하여 표현될 수 있다.

7)

프로타고라스의 단편에서 einai가 존재사로서의 역할을 가진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플라톤은 『테아이테토스J 185c-d에서 프로타고라스
의 인식론은 여러 감각에 동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들(ta koina) 을 인식

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비판하고 있다. 이때 공통적인
것들의 예로 제시되는 것은 ‘존재 (ousia)/비존재 (to
성， 동일성/타자성， 하나(hen)

me einai) , 유사성/비유사
.. 등’인데， ‘선에 대하여’에서 사용되는 emm동

사를 존재사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변서 프로타고라스가 존재와

비존재， 즉 ‘있음과 없음’을 인식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확보할 수 있
으며， 따라서 플라톤이 프로타고라스의 인식론에서 지각을 단순히 감각으로

치환하여 이루는 비판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8) Kahn(1973) , p.302

또한 커퍼드 (Kerferd ，

동의하고 있음응 밝힌다

1981)

역사 p.167 에서 칸의 해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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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들에 대하여 [신들이] 있는지 있지 않은지 혹은 어떤 모습인

지 나는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신들을} 아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많은데， [신들의] 불분명함과 인간의 삶이 짧다는 것이다

이제 신에 대한 인식을 방해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보자. 프로
타고라스가 신에 대하여 알 수 없다고 하는 이유로 제기된 바는 무
엇을 의미하는가? 즉 신의 불분명성과 인간의 삶의 짧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선 ‘신의 불분명성’에 대하여 살펴보자. 신이 불분명하
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그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신이 인식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하는 경우
와， 둘째 신이 어느 순간에는 있게 나타나고 다른 순간에는 있지 않
게 나타나며 또한 어느 순간에는 특정한 모습으로 나타났다가 다른

순간에는 앞서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나의

상태로 알 수 없다고 하는 경우이다. 다시 말해서， 외양 양태적 불분
명성 뿐만이 아니라 존재론적 불분명성， 즉 시간 tl 에선 있다가(A)
다른 시간 t2 에션 있지 않은(B) 경우를 포함하여， 서로 다른 시간 t1

에선 이랬다가(A ’)， t2 에선 저랬다가(B’) 하므로 불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 경우는 운터쉬타이너 (Untersteiner) 에 의해 제기된다.
그는 신은 인간 인식의 대상 즉 감각 경험 (sense experience) 의 대

상이 되지 않으며， 따라서 프로타고라스는 신에 대해 있거나 있지 않
거나 혹은 어떠한 모양인지 알 수 없다고 해석한다. 다시 말해서 ‘신’

은 인식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무언가가 인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가? 이것은 단순히 그 대상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것뿐만 아
니라， 그 대상에 대해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언급하거나 또는 어떠하
다고 할 수조차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프로타고라스에게
있어서 생각은 지각과 판단을 토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틀에 대하여’에서 프로타고라스는 분명히， 비록 그 내용이 부정적

이기는 하지만， ‘신틀의 있음과 있지 않음 그리고 신들의 어떠함’에
대해 말을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우리는 프로타고라스가 ‘신에 대

해 알 수 없다’고 한 것은 인식의 대상으로 놓인 어떤 것에 대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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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을 내린 것이며， 이와 같은 판단이 성립하기 위해서라도 신은 논리
적으로 판단에 앞서 존재 (pre-exist)해야 하고， 동시에 신에 대한 판

단이 성립하기 위해서， 그 판단의 내용이 어떠하든， 반드시 신이 판
단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통적으로 인식 대상
이 인식에 앞서 있어야 하며

그 결과 인식은 언제나 존재하는 인식

대상에만 가능하다는 입장은 엘레아 철학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이

해되어 온 바다. 다시 말해서 판단이나 언급의 대상이 반드시 그 판
단이나 언급에 앞서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철학사에서 명확히 주지

되다시피， 파르메니데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으
로 받아들여지는 바이다. 따라서 프로타고라스의 인식론에서도 인식

이 있는 대상에 대해서라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파르메니데스를
위시한 엘레아학파의 사고 구조를 프로타고라스가 받아들이고 있는
지에 대해 확인 할 것을 우선적으로 요구받는다. 그렇다면 프로타고

라스가 이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그런데

『테아이테토스』편과

「에우티테모스』편에서

프로타고라스가

그 자신의 모순 불가능성 (ouk estin antilegein) 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위와 같은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
인할 수 있다. 프로타고라스는 『테아이테토스』편에서 다음과 같이 말
하고 있다.

epei ou ti pseude doxazonta tis tina hysteron alethe
epoiese doxazein: oute gar ta me onta dynaton doxasai , oute
alla par ’ ha an pasxe , tauta de aei alëthe.(167a)
· 적어도 거짓된 판단을 한 어떤 사람을 나중에 참된 판단을
하게끔 만든 자가 있었던 적은 전혀 없다네 왜냐하면 있지(이지)

않은 것들을 판단할 수도， 겪는 것들 이외의 다른 것들을 판단할
수도 없는 일이고， 자기가 겪게 되는 것 이것들이 언제나 진리(참)
이기 때문에 말일세

이 부분에서 우리는 프로타고라스가 있지 않은 것은 애초에 판단
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
해서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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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어떠한 언급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
가 봉쇄되어있다는 것을 프로타고라스는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
나 앞의 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프로타고라스의 ‘신들에

대하여’는

이미 하나의 어떠한 특정 판단의 결과로서 제시된 것이고 따라서 프
로타고라스는 신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프로타고라스가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고 생각할 이유를 가지지

않게 된다. 또한 이와 더불어 『에우티데모스』편에서 프로타고라스는

있지( 이지) 않은 것은 말할 수 없다고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데， 이
언급 역시 위에서 이루고 있는 해석에 큰 지지가 된다. 이에 대한
프로타고라스의 말은 다음과 같다 9)

ti oun; e d ’ hos: eisin hekastö tön ontön logoi; pany ge
oukoun hös estin hekaston e hös estin; hös estin. el gar
memnesai , ephe , ö Ktesippe , kai arti epedeixamen medena
legonta hös ouk es ti: to gar me on oudeis ephane
legön.(285e9-286a3)
“그러면 어떤가?" 그가 말했네. “존재하는 것틀 각각에논 논거

(규정)들이 있는가?" “물론입니다" “그러변 각각이 존재하는 한
에서인가，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 한에서인가?" “존재하는 한에서
죠" “크테시포스， 자네가 기억한다면 좀 전에 우리는 아무도 그것

이 있지 않는 한 말하지 않는다는 점을 내 보였네" 그가 말했네.

“왜냐하면 누구도 았지 않은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 분명했기 때
문일세"

이를 통해 우리는 프로타고라스가 모순 불가능성 10) 에 대한 논의를

9) 엄밀히 이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말은 프로타고라스 자신의 입을 통해서가 아
니라 디오니소도로스의 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플라톤은 디오

니소도로스의 논의가 프로타고라스의 추종자들에 의해 주장된다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디오니소도로스의 말을 곧 프로타고라스의 말로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10)

프로타고라스의 ‘모순 불가능성 (ouk

estin

antilegein) ’은 동일한 대상에 대하

여 참된 판단과 거짓 판단이 동시에 발생승}는 경우를 모순(antilegeinl 으로 상
정한 뒤， 거짓 판단의 발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따라서 모순도 가능하지 않
다는 젓을 골자로 하고 있다 거짓 판단이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프로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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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이에 대한 준비로서 동의되는 것은， 반드시 무엇인가 판단
을 하거나 언급을 할 때에는 반드시 그 판단이나 언급에 앞서 어떤

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선들에 대해서 신들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어떤 모습인
지 알 수 없다(말할 수 없다)고 말한 이유， 즉 신틀의 불분명성이 단
순히 인식 대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란 것을 확인하였기 때

문에， 이러한 조건틀을 종합하여， 인식 주체가 무엇인가 말한다는 것
은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며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고， 따라서 프로타고
라스는 신에 대한 판단음 성립하기 전에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었
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해석의 노선을 토대로， 운터쉬타이
너가 취하고 있는 입장에 따라 프로타고라스가 대상이 아난 것을 대

상으로 하여 그 대상을 알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고 하는 것은 자
기 모순적인 해석인 동시에 받아들일 수 없는 해석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제 신이 불분명한 것은 위에서 제기된 두 이유 중에 두 번
째 이유를 따라 신들이 각 순간마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프로타
고라스는 신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없다고 언명하고 있는 것이
라 이해해야 한다. 그렇다면 각 순간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결과 그

라스는 기본적으로 인식 주체가 주어진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을 판단하지 못
하는 경우는 판단을 성럽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본적인 기조로

하고 있다 즉 주어진 대상에 대해서는 더 좋게 판단하거나 더 나쁘게 판단하
지， 그것 자체를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다. 프로타고라스의 이러
한 말들로부터， 우리는 프로타고라스가 제기하는 모순 불가능성을 다음과 같
이 이해할 수 있다 프로타고라스는 말(로고스) 즉 판단은 ‘ 인’ 것들 각각을
‘ 으로’ 기술하며， 어떤 것을 ‘-이지’ 않은 것으로 기술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

고 있다 왜냐하면 ‘←이지’ 않은 것을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누구도 어떤 것

을 ‘ 이지’ 않은 것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랴므로 같은 것에 대해 말
한다는 것은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것에 대해 기술하는 사람
은 모순펼 수 없다. 또한 두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 경우，

그 물은 서로 모순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둘은 아무런 문제도 공유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것을 말한다는 것은 둘 중에 어느 한
사람은 어떤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은 말을 하지 않는 경우이며， 이
경우 역시 그 둘은 서로 모순될 수 없다. 왜냐하면 말하는 사람과 말하지 않는
사람이 서로 모순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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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 대해 알 수 없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가? 필자는 그 의미가 ‘인생의 짧음’과 연장선 위에서 상호적으로 의
미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 의미를 살펴보기에 앞서， 신에

대해 알 수 없다는 두 번째 이유인 ‘인간의 삶이 짧다’는 것의 의미

를 살펴볼 것을 제안한다.
‘인간의 삶이 짧다(braxys) ’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무엇(의 삶)

보다 짧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인간의 삶이 그 자체로 짧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의 삶)과 비교한 결과 그것보다 짧(게 주어
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경우 다른 무엇(의 삶)은 아마도

신(의 삶)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두 대상을 비교할 때 제시되는 상대
항 혹은 관계 개념은 동일한 기반 조건 위에서 이루어진다. 즉 비교
하는 것과 비교되는 것은 어떤 특정하고 둘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되
는 조건 위에서 성립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짧음’의 경우 그 상대
항은 ‘김’이 될 것이고， 짧음과 김이라는 두 관계 개념 모두에 동일하

게 적용되는 조건은 ‘길이’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길이’

변에서 어떤 것은 짧고 어떤 것은 길다고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프
로타고라스가 ‘짧다’라는 관계 개념을 사용하여 인간의 삶에 대해 판
단을 내린 것은， 결국 인간의 삶이 시간적인 연속성과 지속성 상에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이

처럼 프로타고라스가 자신의 판단의 결과로서 관계 개념을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em31동사가 존재사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과 함

께 프로타고라스의 인식론에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될 수 있는 요인
이다. 앞서 플라톤은 프로타고라스의 인식론이 동일한 대상에 대해

상반된 판단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문제를
헤라클레이토스의

만물유전설을 프로타고라스의

인식론의

존재론적

기반으로 높음으로서 해소할 수 있다고 하였기에， 기본적으로 프로타

고라스의 인식론을 따를 경우 관계 개념을 요구하는 판단은 불가능
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즉 상대향으로 주어지는 개념들을 상대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일정하고 특정한 성질로서
인식의 대상에 주어져 있는 것으로 프로타고라스는 판단한다고 해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선의 삶의 길이보다 인간의 삶이 길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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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다는 인식의 결과를 통하여， 프로타고라스가 관계 개념에 대한 판

단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면， 프로타고라스의 인식론
은 헤라클레이토스의 만물유전설을 필연적인 기반으로 요구하지 않
아도 될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다시 말해 주체가 변하지 않는 상황
에서 비교되는 관계 개념을 통해 모순되는 판단의 결과를 가지게 된

다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 즉 관계 개념을 포괄하는 다항술어에 대한
판단을 확보하기 위해 헤라클레이토스의 만불유전설을 프로타고라스

인식론의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게 되
는 것이다 11) 이와 더불어 헤라클레이토스의 만물유전설을 요구하지
않는 한， 프로타고라스의 인식론에서 인식 주체는 자신의 자기 동일

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상정될 수 있
다. 또한 인간의 삶이 시간적인 연속성 상에 있다는 것은， 만물유전

설이 함의하는 바와 같이 단순히 ‘지금 이 순간’으로서의 단절된 현
재만이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전의 시간 즉 과
거가 그 주체에게 보존이 되고 동시에 앞으로 다가올 시간 즉 미래
가 역시 동일한 주체에게 예기된다는 것이 확보되는 경우를 의미한
다 12) 따라서 시간적인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프로타고라스의 인

식 주체가 매 순간 단절되어있는 자신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짧은 인간의 삶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유지되는 한에서는 인식 주체

의 자기 동일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인간이 자기 동일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할 경우， 감각 기
관은 ‘자기’의 주체가 되기엔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프로타고라스
에게 있어서 ‘자기’의 주체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서 제시
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프로타고라스가

11) 관계 개념과 헤라클레이토스의 만물유전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해를 위해
서는 이태수 (1995) 의 글.

12)

pp.94-95

참조.

기종석 역시 ‘신들에 대하여 (peri thëon)’로부터 이와 같은 해석을 유도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하여， ‘인간의 삶이 짧다거나 길다거나
하는 것은 일정한 길이를 말하는 것이요， 그 길이는 한 인간에게 있어 과거가
보폰되고 미래가 전망되지 않는다면 확보될 수 없을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프

로타고라스의 인간이 시간적 연속성 상에서 동일성을 확보하고 있는 인간이
라는 것을 명확히 한다(기종석 (1988) ， p.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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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 (psyche) 에 대한 존재를 적극적으로 부정한 적이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디오게네스의 전승에 따르면 프로타고라스는

‘영혼은

지각들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meden

einai

psychen para tas aistheseis) ’ 13) 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프로
타고라스의 말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바는， 첫째로 프로타고라스가

영혼에 대하여 무엇인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로 영혼과 지
각을 완전하게 등치로 놓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신들에 대하여’에

서 인식을 방해하는 요소 중 대상의 불명료함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일단 어떤 대상에 대한 판단이나 믿음은 있는 대상에 대한 판단과
믿음이라는 것을 앞서 확인한 바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프로타고라
스는 영혼에 대한 판단 또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

혼이 존재한다’라는 전제 하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
다. 그리고 영혼은 지각들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통
해， 비록 영혼이 지각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으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각과는 구분되는 어떠한
것으로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프로타고라스가

사용하는 지각이 플라톤이 한정하는 바와 같이 감각의 범위로만 제
한될 펼요가 없다는 점도 보았기 때문에，14) 보다 광의의

의미에서

영론을 고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필자는
지각과는 구분되는 영혼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프로타고라스의 인식

주제의 동일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해석의 여지를 열어놓고자 한다.
‘불분명성’과 ‘인간의 삶이 짧다’는 것으로부터 종합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바는， 인식의 주체가 시간적인 지속성 상에서 자기 동일성을
유지한 채 시간에 따라 각기 다른 판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러나 프로타고라스의 인식론을 이처럼 이해한다고 해서 플라톤이 가

하고 있는 비판을 통해 제기된 모든 문제점들이 일거에 해소된다고

13)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우스 w 저명한 철학자들의 삶~， 8.51. 프로타고라스가 이
와 같이 영혼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은 『테아이테토스」편 152a 에서도 나
타난다

14) 앞서 보았듯이， 이는 프로타고라스의 인식론에서 인식 주체가 ‘있음’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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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는 없다. 오히려 플라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 문제는
여전히 유효하게 유지되며， 그 문제에 따라 프로타고라스의 인식론은

아직 까지 인식으로서의 가치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 그 문제는 다음
과 같다. 비록 인식 주제의 시간적 연속성 즉 자기 동일성이 확보가
되고 동시에 그 시간적 연속성 상에서 여러 판단을 하여 종합적으로
어떤 특정 판단을 가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15) 인식 주체의 부가적

혹은 주변적인 조건에 따라 서로 양립 불가능한(상반되는) 판단을 하
였음

경우，

그리고

그

각각의

판단이

거짓되지

않아야

한다

(apseudes) 고 할 경우， 여전히 두 양립 불가능한(상반되는) 판단을
한 각각의 경우에서 인식 주체가 여전히 동일한 인식 주체인가라고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플라톤의 입장에서 엄밀히 말한다면， 이

와 같은 경우 여전히 그 인식 주제를 동일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없

다. 하지만 위의 조건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동일한 인식 주체가
서로 양립 불가능한 판단들을 각각 다른 시간과 조건 하에서 이루게

될 경우， 그 인식 주체가 동일할 수 없다고 하는 가장 주된 근거는
바로 있는 대상에 대해서야하고 무오류적이어야 한다는 플라톤의 인
식 (episteme) 의 조건에 기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어느 경
우에서든지간에 판단은 인식 주체에게 거짓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
이 프로타고라스의 인식론으로부터 인식 주체의 동일성을 박탈하는
것이다. 물론 「테아이테토스」편은 인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고 있
는 플라톤의 대화편이고， 인식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인 ‘대상의 존재

성과 무오류성의 확보’는 테아이테토스를 통해서도 동의가 된 점이다.
그러나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프로타고라스의 인식론
이 바로 플라톤의 모든 비판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서 프로타고라스의 인식론이 플라톤이
의도하는 바의 인식으로 성립되지는 못할지언정， 그렇다고 해서 플라
톤이 의도하는 식으로 해석되고 또한 그로 인하여 해체될 필요는 없

다는 것음 의미한다. 더군다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영혼’에 대한 프로

15) 여러 판단을 종합하여 어떤 특정한 판단을 가진다는 것은 바로 ‘신들에 대해
있는지 있지 않은지 혹은 어떠한 모습인지 알 수 없다’고 말하는 바로 그 판단
을가리킨다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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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고라스의 입장이 인식 주체의 동일성을 유지해주는 기능을 가진 것

으로서 해석될 여지로 열려있다는 것을 고찰하였기에， 플라톤의 의도
로부터 피할 길이 프로타고라스에게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들을 통하여 필자는 프로타고라스의 인식론에 대한 플
라톤의 해석과 비판을 고찰함과 함께

역사적 프로타고라스가 인식론

에서 플라톤의 해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다루었으
며， 그 기반은 프로타고라스의 신들에 대한 언급을 직접적이며 원형

그대로를 전승해주는 섹스투스 엠피리쿠스와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우
스의 전승인 ‘신들에 대하여’에 대한 해석을 통하고 있다는 점을 보

였다 그들의 전승에 따르면 프로타고라스의 ‘신들에 대하여’는 프로

타고라스가 제시하고 있는 인식 판단의 한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
게 해 주며， 동시에 인식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못하게 될 경우 제
시될 수 있는 조건들이 있다는 것 역시 제공해 주고 있다. 이를 토

대로 단편이 제공하는 인식 판단의 내용과 인식 발생 및 발생 불가
능에 대한 조건들， 즉 인식 대상의 불명료성과 인식 대상을 파악하기

에 요구되는 시간의 길이에 관한 해석의 작업을 통해， 필자는 프로타

고라스의 인식론을 시간적 연장선 위에서 인식 주체가 각각 다양한
대상들과 동일한 대상들에 대해 여러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쪽으로
귀결지었다. 즉 ‘인생이 짧다’는 것을 통해 프로타고라스가 헤라클레

이토스의 극단적인 만물유전설로부터 벗어나， 시간적으로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동일성을 가지는 인식 주체를 상정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와 더불어， 앞서 그 연관성을 언급했듯이， 인식의 대상이

매 순간마다 있거나 혹은 있지 않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대상에 대
해 알거나 말할 수 없다는 것은 프로타고라스의 인식론이， 단순히 감

각적인 내용만을 지각 대상으로부터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
의 있음(to einai) 까지도 포괄하고 있다는 점을 말할 수 있다. 결과적

으로 어떤 인식 주체가， 비록 영속적이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연장
성과 지속성을 가지는 시간 위에서， 자신의 동일성을 가진다는 것은，
곧 각기 다른 시간에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각각 다른 판단을 가질

수 있되， 그 판단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 반드시 인식 주체자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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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연장선 위의 자기 동일성에 위배된다는 것을 함의할 필요가 없다
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인식 주체는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자
신의 시간적으로 앞선 (t l) 판단 A와 시간적으로 뒤선 (t2) 판단 B로
부터

일종의 종합적인 결론을 유추하여 (t3) 새로운 판단 C 를 세울

수 있다. 게다가 이 판단 C는 단순히 판단 A와 판단 B 의 절충적 종
합인 것이 아니라， 각각 앞서서 발생했던 동일한 사태가 또 다른 시

간에서도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할 경우， 이 동일한 사
태에 대해 더욱 나은 혹은 유용한 (행위를 유도할 수 있는) 판단으

로 성립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로타고라스가 의미하는
현자(sophos) ， 즉 비록 외부 대상에 대한 판단의 입장에서 더욱 혹
은 전적으로 참되거나 거짓된다는 입장을 고수하지는 않더라도， 더욱
좋다거나 나쁘다는 것을 판단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가능하
게 해 준다는 것도 유도할 수 있다 16) 게다가 이라한 경우는 반드시

하나의 인식 주체에게만 적용될 필요가 없이， 둘 이상의 인식 주체
상호간에도 서로 적용될 수가 있는 것이기에， 이처럼 인식 상호 주관
성이 적용되는 인식론을 프로타고라스가 주장하였다고 이해하는 것
이 더욱 합당하다.

이와 더불어 프로타고라스의 인식론이 그 대상으로 ‘있음’을 포괄

한다는 점을 통해， 인식 대상의 존재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

16)

플라톤은 프로타고라스가 더 참되지는 않지만 더 좋은 것에 의거하여 ‘현 À}' 를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r테아이테토스~

166d 168c)
•

즉 프로타고라스의 현자

란 사람들을 ‘더 좋은 것으로 이끌어가는 이’인 것이다， 그러나 더 좋은 것에

대한 플라톤의 설명은 대화편에서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은 채 다음 논의로
넘어간다， 더 좋은 것이란 더 참된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한 기준을 요구

한다 즉 무엇이 어떤 것보다 더 좋다고 할 경우는 특정한 기준에 입각하여 더
좋다고 하는 것이지， 무턱대고 더 좋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더
좋다’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대상의 성질로부터 판단되는 것 역시 아니다 그
렇다면 우리는 프로타고라스의 인식론이 F 터1 아이테토스」편에서 해석되는 바

대로 따를 경우 더 좋은 것을 향할 수도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다.
하지만 ‘신에 대하여’를 통하여 프로타고라스의 인식론에 다가갈 경우， 귀납
추론을 통하여 더 좋은 것을 향한다는 것이 가능하게 확보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점은 플라톤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던 미래에 대한 판단을

( r 테아이테토스
있다

172b) 프로타고라스로 하여금 가능하게 해준다는 이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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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고 지적하고 비판했던 점을 극복할 수 있으며， 또한 지각을 단순
히 감각으로 치환해 버리는 플라톤의 작업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것
을 볼 수 있다. 게다가 관계 개념에 대한 판단 성립의 가능성은 유

사성과 비유사성에 대한 인식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장해준다. 이와
같은 해석들을 바탕음 정리하여 종합해보면， 프로타고라스의 인식론
은 순간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과 인생의 짧음올 통해 확보된 지

각자의 시간적 연장선 위에 있는 자기동일성과 종합 판단의 가능성
을 확보함으로 해서， 이를 토대로 단순히 오직 감각적 경험음 통한
정보획득만을 통로로 가지며 지극히 사적인 극단적 상대주의 형태의
인식론이 아년， 일종의 종합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귀납 추론 형태의
인식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귀납 추론 형태의 인식론을 바탕으
로 하여 프로타고라스는 인식 주체 간의 서로 상호적이고 등가적인
판단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의 합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17) 게다가 이 점을 통하여
필자는 프로타고라스의 인식론에 대해 플라톤이 궁극적으로 제기했
던 비판인 의미의 공유 불가능과 상호간의 의사소통의 불가능성 역
시 극복이 될 것이라 본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과에 따라， 프로타고

라스의 인식론은 플라톤의 의도와는 달리 외부 대상에 대한 정합적
판단뿐만이 아니라， 인식 주체 서로간의 상호주관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상대주의로 이해될 것이다.

17) 기종석 (1988) ，

p.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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