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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풍실 

(서울대학교 철학과 대학원) 

1. 머리말 

엘레아 학파의 제논은 그의 운동에 대한 논증들로 인해서 일반인 

들에게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철학 

자와 수학자들이 제논의 것으로 간주되는 여러 논증들에 대해서 자 

신들의 입장을 개진하여 왔고， 어떤 수학사가들은 제논의 논증에 대 

한 최종적인 대답이 해석학에 의해서 엄밀하게 기초지워진 미적분학 

을 통해서 주어졌다고 말하는 한편， 어떤 철학자들은 아직도 물리세 

계에 대한 이론이 갖는 한계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제논의 문제 제기 

는 여천히 유효하며 해결되지 않는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하기 

도 한다. 이런 여러 논의들은 모두가 제논의 논증에 대한 일정한 해 

석을 전제로 한다. 만일 우리가 단지 시공간이나 운동， 물질에 대한 

철학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만으로 만족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실제 

역사적인 제논의 논증이 과연 어떠한 내용의 것이었는지의 문제를 

다루지 않아도 될 것이다. 사실 이러한 태도는 어찌 보면 매우 안전 

한 것이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역사적 제논의 논증에 대한 해석 문제 

를 다루기 시작하게 된다면， 이 연구와 관련하여 엄청나게 복잡한 문 

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심한 혼란에 빠질 것이기 때 

문이다. 

제논의 것으로 간주되는 논증들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쥔다. 하나 

는 유명한 네 개의 운동 논증들이다. 이 논증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에서 그 요지만이 간략하게 소개될 뿐이다. 다른 한 그룹은 

여렷에 대한 논증이라고 불리는데， 섬플리키오스의 『아리스토텔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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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학』 주석』에서 인용되는 논증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딜스-크란츠 

의 표준적 편집본의 분류에 따라서 DK29B 1, B2 , B3의 번호가 매겨 

져 있다. 심플리키오스는 이 논증들을 소개함에 있어서 제논의 저술 

로부터의 직접 인용을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그에 의하면 

이 논증들 전체는 존재하는 것들이 여릿이라는 다원론의 가정으로부 

터 서로 상반된 두 결론， 즉 그것들이 크기가 없을 정도로 작고 무 

한할 정도로 크다는 것을 도출하고 있다고 한다. 필자의 석사학위논 

문 『엘레아 학파의 제논의 여릿에 대한 논증 해석』은 여릿에 대한 

논증과 관련된 해석상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 글은 필자의 논 

문의 본론 중 첫째 장을 편집하여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앞 

으로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작업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첫째， 여 

릿에 대한 논증이 심플리키오스에 의해서 소개되는 맥락과 그와 관 

련한 해석상의 쟁점들이 소개될 것이다. 둘째， 심플리키오스가 참고 

하고 있는 제논의 저술이라는 것이 갖는 성격을 밝히고 그 과정에서 

그러한 성격의 저술을 참고하고 있는 심플리키오스의 제논 논증 해 

석이 갖는 한계에 대해서 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릿에 대한 논 

증이 수록된 제논의 단편들에 대한 개괄적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단 

편들의 번역이 제시될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앞으로 소개될 번역의 

근거가 되는 텍스트 해석과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를 여기서 소개할 

수는 없다.1) 하지만 제논과 관련한 국내의 연구들이 매우 희소한데 

다가 그것들의 내용 역시 매우 낙후된 수준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그리고 해외의 연구들 역시 제논의 여렷에 대한 논증을 다루는데 있 

어서 심플리키오스의 출전이 갖는 한계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 또한 고려한다면， 이 글이 다루는 

범위에 대한 제한이 어느 정도는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1) 이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필자의 석사학위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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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논의 여렷에 대한 논증 

1. 여릿에 대한 논증의 인용 맥락과 논증의 목적에 대한 

해석상의 쟁점 

제논의 직접 단편은 Diels-Krantz(이하DK)에 의하면 총 Bl 에서 B4 

까지 총 네 개이다. 그 중에서 Bl 에서 B3까지의 단편은 모두 심플리 

키오스의 『아리스토텔레스 『자연학』 주석』의 제 1 권에 그 출처를 두 

고 있다.2) 이 주석서에서 심플리키오스는 『자연학.~ 187al 이하3)에서 

언급되고 있는 “두 논증들(amphoteroi logoi)" 중의 하나인 “양분으로 

부터의(ek tës dichotomias)"의 논증(187a2-3)이 제논의 것이라고 말하 

는 아프로디시아스의 알렉산드로스4)의 주석을 인용한다. 심플리키오 

2) 심플리키오스(A.D.490년 경-560년 경)는 아차데미아에서 암브로시우스로부 
터 수학한 인물로 신플라톤주의의 관점에서 플라톤의 철학과 아리스토텔레 
스의 철학을 조화시키려는 해석을 시도한 주석가이자 철학자이다 r아리스 

토텔레스 『자연학』 주석』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천체에 관하여(De Caelo)J 
에 대한 그의 주석에 이은 주석서로서 수학사에 있어서 중요한 전거가 되 
고 있는 저작이며 또한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의 단편들에 대한 방대한 
인용을 포함하는 철학사적으로도 중요한 저작이다. 자세한 것은 
0 ’Corner(1999) 참고. 
이하 문헌에 대한 제목없이 쪽수와 행변호만이 표시되는 것은 모두가 「아 
리스토텔레스 r자연학』 주석』을 가리키는 것임을 밝혀둔다. 

3) 아리스토텔레스， 『자연학J ， 187al-3, “어떤 사람들은 두 논변을 따랐는데， 한 
논중은 존재(to on)가 하나를 가리 킨다면(하나의 의미를 갖는다면)， 모든 것 
들{pant히이 하나라는 것인데， [그들은] 비존재(to më on)를 있다고( esti) 설정 
했다. 다른 한 논증은 양분으로부터의 것인데， [그들은l 분할불가능(atoma) 
한 크기들을 만들어 냈다" 

4) 아프로디시아스의 알렉산드로스(생몰 연대에 대한 자료는 없다. AD 2세기 
말경에 아테네에서 활동했다는 기록만이 남아있다)는 오래전부터 아리스토 
텔레스의 주석개the commentator)의 대명"l{마치 중세에 ‘철학재The 
Philosopher)’는 아리스토텔레스를 가리키는 말이었던 것처럼)처럼 여겨진 
인붙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에 대한 주석서들로는， 『형이상학 A-ß 주 
석J ， r분석론 전서 l권 주석 J ， r토피카 주석』， 『기상학 주석』， 『감각에 관하 
여 주석』이 현재 전해지고 었으며， 그 외의 주석서들은 후대의 저술들에 

인용된 단편들만이 전해진다. 알렉산드로스 자신의 논문으로는 『운명에 관 
하여J ， r영혼에 관하여』， 『혼합에 관하여』가 그리스어 판본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신의 섭리에 관하여』는 아랍어 번역으로 전해진다. OCD(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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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에 따르면 알렉산드로스는 양분으로부터의 논증을 제논의 것이라 

고 말하면서 이 양분 논증에 대한 대응으로서 칼케돈의 크세노크라 

테스가 분할불가의 선들을{atoma grammas) 상정하게 되었다고 설명 

하고 있다iI38 .1 0-18) 

알렉산드로스의 따르면 제논의 것으로 귀속되는 양분으로부터의 

논증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갖고 있다고 한다. (i) 만일 존재하는 것 

(to on)이 크기를 가지고 분할된다면， 그것은 여렷이며 더 이상 하나 

(hen)일 수 없다. (ii) (i)의 결과절을 이유로 폰재하는 것들(ta onta) 

중에서 어떤 것도 하나가 아니다.( 13 8.3-6)5) 그런데 섬플리키오스는 

알헥산드로스가 제시하는 제논의 양분으로부터의 논증에 대한 설명 

이 하나의 존재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138.3-6, 138 .1 8-19)6) 해석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해석을 

부정하고자 한다. 심플리키오스는 제논이 하나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여릿을 부정하고자 하였으며， 이것은 바로 그의 스숭 파르메니데스의 

교설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i138.20-22).7)8) BI-3단편들은 모 

p.61 참고. 
5) Lee, nO.7 참고. 
6) 심플리키오스는 이러한 알렉산드로스의 견해의 근거가 에우데모스의 단편 

(138.29이하， DK29AI6(=in Phys.97 .1 3=Lee. no.5)에서도 동일한 인용이 존재 
한다)에 있을 것으로 추측한다. 하지만 심플리키오스는 99.1 2-16에서는 에 
우데모스가 하나의 부정을 제논의 것으로 돌리지 않았다고 하면서 알렉산 

드로스가 잘못 말하고 있다는 상반된 주장을 한다. Lee는 에우데모스의 진 
술에 대한 이러한 심플라키오스의 비일관적인 태도가 하나(to hen)의 두 가 

지 다른 의미， 즉 파르메니데스의 불가분적이고 오로지 유일하게 존재하는 

하나와 다원론자들의 이론에서 여렷을 구성하는 단위로서의 하나를 혼동한 
결과로 본다fLee(1967). p.26). Owen 역시 에우데모스가 말하는 하나의 부정 
은 파르때니데스의 것이 아닌 다원론의 성립 기초인 하나의 부정으로 해석 
한다.(1986， p.46) 그러나 Solmsen은 당대의 독자들이 이러한 구분을 할 수 
있었을 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이런 입장에 반대한다. Solmsen 
은 오히려 에우데모스의 진술을 제논이 여렷뿐만 아니라 하나 역시 부정했 
다는 해석의 근거로 생각한다.(Solmsen( 1993), p.390, Bames 역시 같은 입장 
이다. Bames(1989), p.235 이하) 

7) 물론 우리는 파르메니데스의 교설의 핵심이 과연 일원론에 있는지에 대해 

서， 그리고 더 나아가 그때의 파르메니데스의 일원론이 어떤 성격의 것인 
지에 대해서 오늘날 많은 논쟁들이 폰재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플라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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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르메니데스」편에서의 보고(DK29AI2)는 파르메니데스가 수적인 일원론 

을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오늘날의 해석자들이 파르메니데 
스 단편 연구를 통해서 제시하는 해석들은 이러한 플라톤의 보고와는 거리 

가 있다. 다수의 학자들이 파르메니데스의 존재론에 있어서 하나임은 부차 
적인 성질에 불과하며 중심적인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일원론 
과 관련한 파르메니데스 해석에 관한 현대의 논의들에 대한 개팔은 

Curd(2004)의 Introduction을 참고하라. 그리고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스』편에 
있어서 파르메니데스를 일원론으로 규정하는 것이 플라톤 철학이 갖는 특 
정한 철학적 관심의 산물임을 지적하는 논문으로는 Vlastos(1975)를 참고하 

라. 

8) 제논이 과연 플라톤의 r파르메니데스』편(127d-128e참고. DK는 DK29A12에 

서 128b이하만을 인용하고 있지만 전체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127d부 
터 원을 펼요가 있다. 김인곤 외(김주일 번역)， p.3 13-314, no.5 참고)에서의 
보고대로 파르메니데스의 하내일자， to hen)를 옹호하기 위해서 여렷을 부 
정하는 논증을 작성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거리가 된다. Tanneη(1930)， 
Burnet(1957), Conford(1 957), Lee(1 967), Owen(1986), Raven(Phytagoras and 
Eleatics, Ares Pub1ishing INC.: Amsterdam, 1966)은 『파르메니데스』편에서의 
제논의 논증들의 목적에 대한 보고를 받아들인다. 이들 중 Owen을 제외한 
다른 모든 학자틀은 파르메니 데스를 비웃는 자들， 즉 제논의 공격 대상인 
다원론자들이 피타고라스 학파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견해는 19세기 후 
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Tannery의 해석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그러나 1957년에 발표된 Booth의 논윈Booth(1957b) 참 
고)을 펼두로 하여 이러한 견해는 이후 강력한 반발을 받게 되고 그런 반 
대 견해가 이제는 영미 학계에서 주류 해석의 위치에 서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예외적으로 Matson(200 1 )은 여전히 Tannery의 해석을 옹호하는데， 그 
에 따르면 현대 영미 학계의 주류 해석과 다르게 이탈리아 학계에서는 현 

재에도 여전히 Tannery의 해석이 다수의 학자들에 의해서 지지되고 있다고 

한다. Ma않on과 같은 소수 해석으로서는 또한 De Santillana(1970)의 저서(특 
히 ch. 6) 역시 참고하라. 플라톤의 보고를 역사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견해로는 Booth(1957a), Barnes(1989), S이msen(1993(초판은 1971 
년)) 등이 있다. 특히 Solmsen의 논문은 제논의 저술 목적에 대한 플라톤의 
보고에 대하여 심플리키오스의 출전 맥락을 상세히 검토함으로써 그것이 

플라톤의 영향 하에 이루어진 심플리키오스의 특정한 해석에 근거한 편향 
성을 지니는 것이며 제논을 여릿과 하나 모두를 논박하는 부정론자로 보는 
해석이 고대부터 존재하여 왔음을 지적한다. 하지만 Vlastos(l 975)는 
Solmsen의 논문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제논의 저술 목적에 대한 플 

라톤의 보고를 믿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Vlastos나 Fraenkel(l 942)은 
파르메니데스의 옹호라는 취지의 제논의 저술 목적을 받아들일 수는 있으 
나 그 외의 구체적인 맥락 등에 대해서는 플라톤의 해석이 개입되어 었다 
고 생각한다. 제논 해석의 학설사와 관련하여 다룰 내용은 무수하지만 지 



76 철확논구 째35휠 

두 이러한 심플리키오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인용되는 것들 

이며， 오늘날 소위 ‘여렷에 대한(또는 여렷을 부정하는) 논중’으로 불 

린다.9)10) 

사실 심플리키오스가 소개하는 알렉산드로스의 주석 자체는 다음 

의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 제논이 실제로 하나인 것의 존 

재를 부정하고 았을 가능성이다. 이 경우 (i)에서 가정된 존재하는 것 

의 크기 소유와 그 크기의 무한 분할 가능성을 제논이 진지하게 참 

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제논이 하나를 

부정하고 있다는 해석은 이미 심플리키오스 이전의 주석가들에 의해 

서 제기된 바 있으며 심플라키오스 스스로가 이러한 주석들을 인용 

하고 있다. 하나는 에우데모스11)의 것으로， 에우데모스는 제논이 여 

렷뿐만 아니라 하나의 존재 역시 부정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보고를 

하고 있다{DK29AI6 12)). 그리고 심플리키오스는 알렉산드로스의 주 

연상으로도 본 논고의 제한된 목적상으로도 더 이상의 설명은 불가능하다 

(1 965년 이전까지의 해석사에 대한 개관은 Guthrie(1965), p.83이하에도 수 

록되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9) B4는 섬플라키오스의 주석서를 출전으로 하고 있지 않고， 디오게네스 라에 

르티오스， r유명한 철학자들의 생애와 사상J ， IX. 72에서 인용된 것으로서 

운동과 장소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는 Lee, p.42, 64(no.l 7), 
Vlastos(l 966b) 둥을 참고하라. 

10) 과연 심플리키오스의 주장대로 제논의 모든 논증이 여렷을 부정하고 파르 

메니 데스의 하나를 옹호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충분 

히 있는 중요한 문제이지만 여기서 그 문제를 다룰 수는 없다. 이에 대해 
서는 우선 Solmsen( 1993)과 Vlastos(1975)를 참고하라. 설사 제논의 모든 논 
증이 여릿의 부정으로 일관되어 있지 않더라도 본 논문의 논의는 여릿의 
부정을 주장하고 있는 BI 단편의 논증 해석에 국한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11) 로도스의 에우데모스(약 350-290 B.C.)는 최초의 수학사가로 알려져 있다. 
Jaeger에 의하변， 에우데모스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아소스를 방문했던 시기 

에 그와 함께 연구를 수행했다고 한다. 그리고 테오프라스토스와 함께 아 

리스토텔레스의 가장 가까운 두 수제자 또는 동료였다고 전해진다. 에우데 

모스의 저작과 관련해서는 『산술의 역사』， 『기하학의 역사』， 『천문학의 역 
사』라는 제목이 전해지고 있지만 저작들 자체는 보존된 것이 없다. 다만 
후대 주석가들의 저술들 속에서 간접적으로 전승되는 중요한 단편들이 발 

견될 뿐이다.0’Comer(1999)참고. 

12) “그리고 사람들은 제논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전한다. 만일 누군가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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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역시 에우데모스의 이러한 진술을 따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138.29-30). 

둘째， 제논의 논중을 일종의 귀류 논증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 

경우 (i)에서 가정된 것은 사실 제논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의 부정 

명제가 된다. 그리고 이렇게 주장하려는 바를 부정한 명제로부터 불 

합리한 결과가 도출됨을 보임으로써 주장하려는 명제의 참임을 입증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이 제논의 논증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제 

논의 논증을 귀류 논증으로 이해하고자 할 경우 제논이 주장하려는 

바는 (i)의 가정을 부정한 명제가 되고， 하나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제논이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i)이 받아들일 수 없는 불합리한 결 

과를 낳을 뿐이라는 것을 그가 말하고자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제논이 주장하고자 하는 명제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왜냐하면 (i)의 가정을 부정할 때의 논리적인 결과는 ‘폰재가 

크기를 갖지 않거나 또는 분할되지 않는다’가 되며 여기서의 선언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서 해석의 여지가 남기 때문이다. 즉， 이 귀류 

논증은 폰재가 크기를 갖지 않음을 주장할 수도 있고 또는 존재가 

분할가능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아니면 두 가지를 

모두 참인 것으로 주장하는 것일 수도 었다. 섬플리키오스는 테미스 

티오스13)의 보고를 인용하여 제논이 주장하고 한 바에 대한 해석을 

에게 하내to hen)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다면(apodoië) ， 있는 것들(ta 
onta)을 말해줄 수 있을 것이다끼138.32-33) 여기서 “만일 [ ... ] 말해줄 수 있 
을 것이다"는 직접 인용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날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 
이다. DK가 이 부분에 인용 부호를 달지 않은 이래로 이후의 모든 학자들 
이 이를 따르고 있다. 에우데모스가 제논의 저술로부터 직접 인용하는 것 

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Vlastos(1971), p.120의 각주 12번 참 
고. 

13) 테미스티오스(AD 371-약 388년)는 그리스 출신의 철학자이자 수사가였다. 
그는 콘스탄티노플에서 공부를 했다. 테미스티오스는 뛰어난 연설 실력을 

통해서 상원에까지 진출했고 로마 황제들의 총애를 받았다고 한다. 테미스 
티오스는 대외적으로는 플라톤을 칭송했지만 실제로는 현실적이고 실용적 
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으며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과 친화적인 면을 많이 
갖고 있었다. 게다가 그는 당대에 유행했던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고 한다 그의 저작들로는 다수의 연셜문들과 아리스토텔레스 
의 저작들을 재서술(paraphrasing)한 작문들(철학적 가치는 거의 없다고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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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한다. 그에 따르면 제논이 그의 논증을 통해서 주장하고자 했던 

바는， 존재는 ‘연속적(syneches)이며 분할불가능(adiareton)함으로부터 

하내hen)’라는 것이다.(139.1 9-22)14) 사실 연속적이라는 단어는 (i)의 

가정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크기(megethos)라는 개념이 연장된 것， 

즉 연속체로서 규정될 수 있음을 생각한다면， 결국 귀류 논증을 통해 

부정하려는 (i)의 가정의 내용은 크기 또는 연속체의 분할 가능성이 

된다. 즉 존재는 연속된 크기를 갖지만 그 크기는 나뉘어지지 않는 

다. 그리고 파르메니데스가 그의 단편 속에서 존재가 크기를 갖고 있 

으며， 그 크기의 연속성으로 인해서 분할될 수 없음을 주장했다고 해 

석하는 학자들의 견해를 따른다면15)， 제논의 논증이 주장하는 배물 

론 이것은 테미스티오스를 따라서 해석된 주장이다)가 파르메니데스 

의 주장과 일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의 내용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심플리키오스는 두 번째 해 

석의 가능성을 취하며 이러한 해석의 근거로서 제논의 여릿에 대한 

논증들을 담고 있는 세 단편을 증거로서 인용한다. 그에 의하면 제논 

이 주장하는 것은 존재가 연속적인 것이며 분할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된다)이 남아 있다. OCD(l 996), p.1497 참고. 
14) Lee. no .1 참고. 

15) Makin(1982), p,225, p.236, 미주 13번 참고. Makin은 DK2888.42이하를 존재 
가 크기(megethos)를 가지며 분할 불가능하다"( adiaireton)는 것에 대한 입증 
인 것으로 생각한다. 펼자는 88.23이하 역시 존재의 분할 불가능성과 연속 

성을 이야기하는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과연 파르메니데스 
의 존재가 크기를 갖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플라톤의 『소피스트』편(244e이하)에서부터 시작하여 고대부터 현 

대에 이르는 다수의 해석자들이 88단편에서의 표지들(sëmata)이 말하는 것 
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파르메니데스의 존재가 연장적인 크기를 가지며 

일종의 구형과 같은 형태적인 한계 역시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심플리키오스와 현대의 해석자인 Tarán은 이러한 해석에 반대한다. 이 두 
사람에 의하면 파르메니데스의 표지들은 일종의 은유"(metaphor)로서 받아들 

여야 옳다는 것이다.(T없'lÍn( 1965), p.1 50이하， p.269이하 참고) 필자 역시 상 
당 부분 Tarán의 견해에 동의한다. 더 나아가 필자는 제논의 논증들에 대 
한 기존의 해석들이 존재에 대해 연장적 성격이 필연적이라는 션이해에 기 
초하고 있는데， 이러한 선이해는 82 단편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139.1 8-19 
의 구절에 대한 경시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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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논박하는 바는 여렷의 존재인데， 이것 

을 부정하는 방식은 여렷의 성립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서의 단 

위， 즉 하나가 성립될 수 없음을 보이는 것이다. 알렉산드로스의 주 

석에 의하면 이에 대한 논증에 있어서 제논은 다음의 한 가지 중요 

한 전제를 (i)에서 사용한다. 즉， 크기 또는 연속체는 분할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할 가능성으로부터 크기의 무한한 분할이 

귀결되고 그로 인해 단위로서의 하나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여렷 

이 존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제논의 논증이 된다. 사실 이러한 

해석은 알렉산드로스의 주석뿐만 아니라 섬플리키오스가 그의 견해 

에 대해서 반대면에 서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에우데모스의 주석까 

지도 여릿의 부정으로 포섭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에우 

데모스가 보고하는 제논이 문제 삼는 하나라는 것은 여릿을 가능케 

하는 단위로서의 하나라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6) 

그런데 이상과 같은 심플리키오스의 제논 논증 해석이 옹호될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필요가 있다. 첫 

째， 제논이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는 여렷의 주장자들， 즉 다원론자 

들이 여렷의 성립을 위하여 상정하는 단위로서의 하나가 갖는 크기 

가 분할 가능하다는 것에 동의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 

을 경우， 즉 하나가 분할 불가능하다고 할 경우에는 하나의 존재가 

부정되지 않기 때문에 여렷도 존재 가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 

째， 다원론자들이 상정하는 단위로서의 하나가 갖는 크기는 분할 가 

능한 반면에 파르메니데스의 존재는 분할 불가능한 것임이 설명되어 

야만 한다.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 파르메니데스의 존재 역시 분할될 

것이라고 다원론자 측에서 재반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 

16) Lee가 이러한 해석을 취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심플리키오스는 제논이 공 

격하는 다원론자들의 단위로서의 하나， 즉 분할가능하기 때문에 진정한 하 

나일 수 없는 것과 파르메니데스의 분할 불가능한 진정한 하나를 혼동하고 
있다는 것이대Lee(1936)， p.26). 필자는 이러한 혼동이 심플리키오스로 하 
여금 에우데모스의 보고를 제논이 여렷이 아니라 하나를 부정하고 있는 것 
으로 말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혼동의 결과， 심플리키오스는 에우데모스에 대한 알렉산드로스의 보고에 
대하여 상반된 진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앞서의 각주 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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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여릿의 성립 조건인 단위로서의 하나 뿐만 아니라 파르메니데스 

의 존재 역시 부정될 것이다. 

먼저 첫 번째의 조건과 관련해서는 우선 도대체 누가 제논의 공격 

대상인지부터가 문제가 된다. 제논이 특정한 철학적인 입장이 아니라 

상식적 개념들이 갖는 모순적 측면들을 공격한 것이라는 견해도 존 

재하지만17) 여기서는 일단 철학적인 다원론에 대한 공격이라는 해석 

을 견지하기로 하자. 이 경우에도 문제는 과연 다원론자들이 이러한 

단위가 분할 가능하다는 점에 쉽게 동의할 것인지가 매우 의심스렵 

다는 데에 있다. 논리적으로 따져볼 때， 단위는 불변의 것이어야 하 

17) 제논의 논증들이 갖는 목적에 대한 해석은 오랜 세월 동안 논쟁 속에 있었 
다. 특정한 철학적인 학파가 아니라 철학자들을 포함한 일반적인 상식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공격이라는 해석은 피타고라스 주의에 대한 반격이라는 
19세기말부터 20세기 전반까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해석에 대한 반 

박으로서 등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반박들 역시 단순한 것은 아니며， 피타 
고라스 학파와의 관련을 일부 인정하지만 그것이 핵심적인 것이며 전부가 
아니라는 반론(Booth(1957))도 있으며， 피타고라스 학파와의 연관성을 증거 

없는 순수한 추측으로 부정하는 입장(V1astos(l 967))도 있다. 사실상 피타고 
라스 학파와의 관련셜은 영미학계에서는 거의 추방된 학설이라고 볼 수 있 
으나， 그 대안으로서 폭넓게 인정되는 제논 논증의 상대방이 어느 쪽인지 

에 대해서는 약간 애매한 구석이 있다. Huggette(2004, section 1.)은 제논의 

논증들이 여렷과 운동에 대한 상식적인 견해에 대한 공격이라는 해석이 오 
늘날 대다수가 택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영미권 학 

계에 속하는 Curd는 다원론자들인 아낙사고라스와 엠페도클레스가 제논의 

논증들의 공격 대상이라는 점이 “일반적으로(generally)" 추정되고 있다고 
말한다.( Curd(2004), p.174) 그러나 두 학자 모두가 그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학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어떤 문헌 증거도 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필자의 입장에서는 둘 다 신뢰할 수가 없다. 게다가 아낙사고라스에 대해 

서는 Vlastos가 제논의 공격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제논의 논증에 대한 반 
웅으로서 무한 분할을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Vlastos(1971), p.l33), V1astos(l 967), p.377) 의심스러운 면이 있다. KRS도 
아닥사고라스의 이론이 제논에 대한 반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KRS(l 983), pp.360-362). 또한 Curd 자신 역시 아낙사고라스에 대한 견해가 
많이 변경되었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차 
후 출간될 그녀의 저서를 읽어보라고 말하고 있어서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아낙사고라스가 제논의 공격 대상인지의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크다고 
하겠다. 사실 이러한 사정은 아낙사고라스 뿐만 아니라 엠페도클레스에게 

도 해당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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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렇기 위해서는 분할 불가능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자연 

스럽다는 것은 자명해 보인다. 따라서 도대체 ‘크기가 있다면 그 크 

기는 무한히 분할가능하다’라는 전제에 동의할 수 있는 제논의 공격 

상대로서의 다원론자가 누구인지를 상정하기가 곤란하다. 섬플리키오 

스를 비롯하여 현대의 많은 해석자들은 제논의 여릿에 대한 논증이 

여렷의 각각， 즉 단위로서의 하나가 가지는 유한한 크기에 무한 분할 

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들 모두가 위의 전제에 동의 

할 수 있는 제논 이전의 철학적 다원론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이번엔 두 번째 조건의 경우를 살펴보자. 몇몇 해석자들은 파르메 

니데스의 존재 역시 크기를 가지며 이러한 크기는 나쉴 수 있고 따 

라서 제논의 논증은 다원론에서의 단위적 하나 뿐만 아니라 파르메 

니데스의 존재에도 역시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이들에 따르면 제논의 

논증은 파르메니데스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파르메니데스의 이론 

이 갖는 문제점을 드러낸 것으로 파악된다.18) 이들이 이러한 입장을 

18) Curd(2004), pp.178-9, KRS(1983), p.269, Heide1(1970), p.372, 특히 각주 51) 
참고， Vlastos의 경우 제논이 파르메니데스의 이론이 갖고 있는 함축을 드 

러낸 것으로 해석한다. 즉 파르메니데스의 이론이 갖는 본질적인 난점이기 
보다는， 파르메니데스의 이론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의 존재가 가져야할 중 
요한 한 가지 속성을 그 자신의 논증을 통해서 명시적으로 드러냈다는 것 

이다. 그리고 이 속성이 바로 존재의 빗물질성(incorporeality)이다.(Vlastos 

(1967), p.3 77, Vlastos(1971), p.136) 
Heidel은 파르메니데스의 존재가 물질성을 지니지 않는다면， 즉 감각적인 
대상으로서의 연장적인 크기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면 제논의 논증의 공격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파르메니데스의 존재가 크기를 갖 

는 것， 따라서 물질적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말한다. 필자는 Taran 
의 견해를 따라서 파르메니데스의 단편， 특히 DK28B8에서 진술되는 존재 
의 표지들이 의미하는 바가 존재가 갖는 성격 자체를 있는 그대로 서술한 

것이 기 보다는 순수한 표지로서， 즉 일종의 은유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생 

각한다. 그 경우 존재는 연장적이거나 공간적인 성격을 지니지 않을 수 있 
으며， 분할 가능성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다. 존재의 핵심적인 성격으로 

서의 구분불가능성은 공간적인 것으로 표현될 경우 위치상의 차이라는 기 
준에 의해서 분할됨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파르메니데 
스의 존재가 함축해야만 하는 본질적인 성격으로서의 비물질성을 제논이 
그의 논증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다는 V1astos의 해석에 동의한다. 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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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것은 파르메니데스의 존재가 갖는 연속적인 크기가 제논이 

분할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는， 여렷을 구성하는 하나의 크기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만일 연속되어 있어서 존재하는 것 

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파르메니데스의 존재가 나뉘지 않는다면19) 

다원론자들이 단위로 설정하는 하나의 크기 역시 존재로 꽉 차있는 

연속체라서 나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자와 

후자가 차이 없이 동일하다고 할 때， 후자에 대해서 분할 가능성을 

상정할 수 었다면 전자에 대해서도 그것이 나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인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이상의 문제점은 제논의 논증에 대한 해석상의 난점이 현대의 해 

석자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여렷에 대한 논증들의 인용자인 심플 

리키오스 당대에도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심플리키오스 

는 여렷을 부정하는 것으로 그가 해석하고 있는 제논의 논증틀을 직 

접 인용함으로써 기존의 해석상의 논란을 종식시키려고 하였지만， 위 

에서의 논의는 그의 시D} 충분한 것이 아님을 말해준다. 그리고 이 

러한 사정은 현대의 해석자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립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의 해석들을 논의하기 전에 우리는 심플리키오스가 단편 

들을 인용하는 출전의 성격과 한계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 

리고 나서 그가 인휩}는 단면들을 대상으로 그 안에서의 객관적인 

인용과 심플리키오스의 해석이 들어간 주석을 구분하는 작업을 수행 

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텍스트를 확정 

지은 후에야 해석상의 논의가 엄밀한 기초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 심플리키오스가 참고하는 출전의 성격과 한계 

심플리키오스는 자신이 제논의 저술로부터 논증을 인용하고 있다 

는 진술을 두 번이나 하고 있다，20) 그러나 그는 이 저술이 어떠한 

Vlstos가 지적하듯이 139.1 8-19에서의 하나인 존재의 크기없음을 제논의 진 

지한 주장으로써 받아들여져야만 하는 것이다. 

19) DK28B8.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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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의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전혀 제공해 주지 않는다. 

우선 우리는 심플리키오스가 언급하고 있는 저술이라는 것이 제논의 

논증들 전부를 온전하게 수록하고 있는 책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 

기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적절한 대답이 될 

것이다)1)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심플리키오스는 알렉산드로스의 제논의 논증에 대한 보고가 

제논이 하나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원힐 수 있으며 이러한 

알렉산드로스의 해석은 에우데모스의 보고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생 

각하고 있다{l 38 .3 -6 ， 138.18-19, 138.29-30, 138 .3 0-139 .3 (=DK29A 16 

)). 그리고 심플리키오스는 이와는 반대로 제논의 논증은 파르메니데 

스의 교설을 옹호하고 여릿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논의 세 직접 단편들을 인 

용하는 것이대138.25-28 ， 139.6-8(=DK29B2)). 그러나 만일 섬플리키 

오스가 제논의 논중들에 대한 온전한 저술을 지니고 있었다면 그는 

다음과 같이 반웅했을 것이다. ‘에우데모스의 보고는 제논의 저술 속 

에 존재하는 다음과 같은 진술에 대한 것이다. 이 구절만 원는다면 

마치 하나를 부정하는 것처럼 윈힐 수도 있겠지만 다음과 같은 이 

구철의 앞뒤 맥락을 읽어본다변 제논의 의도가 하나의 부정에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심플리키오스는 에우데모스의 보 

고에 대해서 그것이 제논의 저술의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인지 일말의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그는 제논이 “훈련 삼아서” 하나를 

부정하는 논증을 썼을 것이라는 추측을 제시한다，22) 이러한 사실은 

20) 심플리키오스는 139.5(=DK29B2의 일부， B2-(l))와 140.28(=DK29B3의 일부) 

에서 각각 “그의 저술에서(en […] syngrammati autou)", “제논의 저술에서(en 
[ ... ] tõi tou Zenõnos syngrammati)"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 여기서 

syngramma가 ‘원저자의 저술 내용 전부를 빠짐없이 온전하게 보존하여 천 

년 이상을 전해 내려온 귀중한 저작’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만 할 이유는 
없다. 

21) 이러한 견해는 Vlastos도 제시하고 있다. 다만 그는 자신의 논문의 각주에 

서 구체적인 근거를 이야기함이 없이 단순한 추측을 진술하고 있을 뿐이 

다. Vlastos(1971), p.l 20, 각주 7번 참고. 
22) 139.3-5, “그리고 아마도 제논이 둘 중의 한쪽에 대해서(eph’hekatera) 훈련삼 

아서(gymnastikõs) 논증을 제시( epicheirounta)하고 있는 것(왜냐변 또한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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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에우데모스의 보고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그 

에 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반응이다. 게다가 

이렇게 심플리키오스가 충분한 전거를 갖고 있지 못했다는 우리의 

추측이 사실이라는 점은， 바로 심플리키오스 자신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다. “제논의 논증(logos)의 기뤼mnëmë)과 빈약하게 그 

것[제논이 논증]을 전수하는 것들(tõn matën endedõkotõn autõi)23)의 

부족힘i. chreia)을 이야기 해야만 한다"( 13 8.22-23 )24). 이 구절을 대상 

으로 그가 이야기하는 기록의 부족이 에우데모스를 비롯한 심플리키 

오스 이전 학자들에 국한되고 정작 심플리키오스 자신은 그들과는 

달리 온전한 자료를 갖고 있다고 해석한다변， 그것은 극히 이상한 일 

이 될 것이다 

더하여 우리는 심플리키오스의 “훈련 삼아서”라는 구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었다. 왜냐하면 하나의 훈련(gymnasia)으로서 자신 

이 주장하는 바의 부정인 것에 대해서도 논증을 수행하는 것은 바로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스』편(l 35e8 이하)에서 나타나는 사상이기 때문 

이다. 이 대화편에서 파르메니데스는 훈련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이 

해될 수 있는 요지의 말을 한다. 여릿을 부정하고 하나의 존재만을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여릿을 가정했을 때 그로부터 불합리한 

귀결이 도출됨만을 보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자신이 주장하 

는 바인 하나를 가정할 경우에도 그로부터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되 

지 않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 대화편 

에서는 하나를 가정할 경우도 그것의 존재를 인정하기 곤란하게 만 

드는 불합리한 결과들이 도출됨을 보이는 논증들이 제시된다. 그런데 

파르메니데스는 이러한 훈련이 바로 제논으로부터 들었던 것과 같은 

‘혀가 둘 달혔다(amphoteroglõssos)’고 말해지니깨으로 보이며 하나에 관해 
서 난점을 제기하는(aporounta) 그러한 논증(Iogos)들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 

인다" 
23) 부족한 제논의 논증에 대한 전수마저 그 제논의 논증을 온전하게 보존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진술이다. 

24) 많은 학자들이， 심지어는 제논에 대한 심플리키오스의 인용과 보고가 플라 
톤의 『파르메니데스』에서의 것에 편향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Solmsen(l 993 , 

특히 p.379를 참고하라)조차도， 이 구절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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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을 말한다-(135d7-8). 심플리키오스는 바로 이러한 『파르메니데스 

』편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서 제논에게는 하나를 부정하는 논증도 있 

지만， 그것은 단지 훈련일 뿐 진지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Solmsen이 잘 지적하고 있듯이25) 사실상 제논의 논 

증의 목적에 대한 심플리키오스의 해석은 『파르메니데스』면에서 둥 

장하는 소크라테스가 제논의 논증의 목적에 대해서 진술하는 바를 

그대로 답습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Solmsen을 비롯한 다수 

의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제논이 훈련 삼아서 하나를 부정하고 

있다는 심플리키오스의 해석은 그의 동일한 주석서의 다른 곳에서의 

그의 해석과는 상반되는 견해이며， 따라서 심플리키오스는 제논의 논 

증들이 모두 여릿만을 부정하는지， 아니면 하나 역시 공격하는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다026) 결국 이러한 사정은 

첫째， 제논에 대한 심플리키오스의 해석이 제논 자신의 저술에 근거 

한다기보다는 플라톤의 대화편에서의 보고에 상당히 의폰하고 있으 

며， 둘째， 그나마 다른 주석가들에 의한 보고들에 대해서도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혼란을 범하고 있다는 판단을 가능하게 해준 

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판단을 근거로 하여， 심플리키오스가 제논 

의 온전한 저술을 소유하고 있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둘째， 섬플리키오스는 제논의 논증이 ‘양분으로부터 논증’이라고 

하면서， 이 양분으로부터의 논중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포르뛰리오스27)의 주석서에 수록된 논증{소위 ‘포르팎리오스 

25) S이msen(1993(1971))， p.379 이하 참고. 
26) 99.7이송:)-(=Lee， no.6)에서 심플리키오스는 138.32이하에서의 인용과 해석(즉， 

에우데모스의 보고를 보면 제논이 훈련 삼아서 하나 역시 공격한 것 같다 

는 해석)과는 상반되게 에우데모스의 보고.(DK29A16)와 그에 대한 알렉산 
드로스의 주석은 모두 제논이 하나가 아니라 여렷을 공격하는 것으로 해석 

된다고 말한다. 이러한 상반성에 대한 지적은 Barnes(1989(1979)), p.235와 
그에 대한 p.618의 미주 9번을 참고. 그리고 심플리키오스의 해석상의 혼란 

에 대한 지적은 Fraenkel(l942), p.1 7과 p.214, Vlastos(1959), p.198의 각주 1 
번， Solmsen(1993(1971 )), p.382를 참고하라. 

27) 포르뛰리오스 말코스(AD 233-309)는 에우클레이데스(유클리드)의 『원론』의 
주석가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 젊은 시절 아테네에서 롱기누스의 지도를 

받았다. 그 후에 로마로 건너가서 신플라톤주의 창시자인 플로티노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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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증(139.27-140.6)’)을 인용한다~139.24 이하). 만일 심플리키오스가 

온전한 제논의 저술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그는 포르뛰리오스가 파르 

메니데스의 논증이라고 소개하는 논증을 제논의 것이라고 추정하면 

서 인용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만일 심플리키오스에게 온전한 

제논의 저술이 있었다면， 그는 그 저술에 수록된 논증을 분명하게 인 

용하면서 그것의 성격을 분석하면 되는 것이며 그러한 제논의 논증 

을 기준으로 포르뛰리오스 논증이 제논의 것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와는 달리 심플리키오스는 포르팎리오스 

논증이 포르팎리오스 자신의 진술과는 달리 파르메니데스가 아닌 제 

논의 것이라는 근거를 이제까지의 대다수의 자료들(“hë pleistë 

historia"( 140.24), 그러나 그 자료들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제시되지 않는다)이 양분으로부터의 논증을 파르메니데스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제논에게 돌리고 있다는 점에 두고 있다\}40.22-25). 

하지만 앞서 지적했듯이， 만일 심플리키오스가 제논의 온전한 저술을 

갖고 있었다면， 그는 포르뛰리오스 논증에 해당하는 양분으로부터의 

논증이 그가 참고하고 있는 제논의 저술에 수록된 논증들 중 어떤 

것인지를 지목할 수 있었을 것이다028 ) 더하여 알랙산드로스는 포르뛰 

배웠다. 플로티노스는 인간의 지성으로는 완전히 인식할 수 없는 궁극적인 

실체의 존재를 주장했는데， 포르뛰리오스는 일정 부분 플로티노스의 주장 

에 공감했지만 플로티노스가 이러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 

용하는 논증들이 매우 빈약한 것들이라는 사실에 크게 실망했다. 결국 포 
르뛰리오스는 플로티노스의 학파를 떠나서 시칠리아로 갔다. 거기서 그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저술들을 작성했다. 포르뛰리오스는 아리 

스토텔레스의 이론에 상당히 공감했다고 한다. 특히 그의 『아리스토텔레스 
의 『범주론』 주석』은 이후의 논리학 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또한 그 
는 시칠리아에 거류하는 동안 채식주의에 대한 책과 크리스트교 교리에 반 

대하는 책을 썼다. Heath에 의하면 포르뛰리오스는 신플라톤주의 학파를 
떠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플로티노스와 교류를 했으며， 플로티노스의 『아홉 

묶음{Enneads)J을 수정， 편집하였다고 한다. 그 외에도 플라톤에 대한 주석 

서들과 에우콜레이데스의 『원론J ， 그리고 『피타고라스의 생얘』를 저술하였 
다.0’Comer( 1999) 참고. 

28) 혹자는 B1에서의 논증이 바로 포르뛰리오스 논증과 같은 것이라고 심플리 

키오스가 말하고 있다고 생각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심플리키오스는 무한 
한 큼이나 작음과 관계없는 것으로 그가 해석하고 있는 B3의 논증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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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스 논증을 제논이 아니라 파르메니데스의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사실을 심플리키오스가 언급하며 문제삼고 있다는 사실(1 40.21-23)도 

심플리키오스가 가진 전거상의 한계를 말해준다. 그는 단지 간접적인 

자료들을 가지고서 추정을 하고 있을 뿐이다.29) 

셋째，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에서는 제논의 유명한 네 운동 

논증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을 벌어서 매우 간략한 형태로 소개되 

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심플리키오스의 주석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을 그대로 반복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 추가적으로 어떤 구 

체적인 설명도 덧붙이고 있지 않다. 따라서 섬플리키오스가 참고하는 

제논의 저술 안에서는 온전한 형태의 운동 논증들이 수록되어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사정이 운동 논증 

들뿐만 아니라 여릿에 관한 논증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추측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넷째， 그가 직접 인용하고 있는 제논의 논증이라는 것이 내용상 

너무 압축적이고 빈약해서， 별도의 재구성 없이는 정확하게 어떤 추 

론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지가 불분명하다. 만일 제논의 논증들이 

어떤 특정한 철학적 이론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일반적인 형태 

의 상식적 다원론이나 운동에 대한 입장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라는 

오늘날의 주류 해석을 받아들인다면 이렇게 빈약한 형태의 논증으로 

는 어떤 상식인도 논박되지 않을 것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논증 자 

체가 이해하기가 너무 곤란하기 때문에 설득의 단계로 넘어가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심플리키오스가 포르뛰리오스 논증을 인용하 

포르뛰리오스 논증과 동일한 양분으로부터의 논증이며， 첫 번째 운동 논증 

(경주로 논증 또는 양분 논증) 역시 양분으로부터의 논증의 대표적인 논중 

이라고 말한대140.25-26). 요컨대 그는 포르뛰리오스 논증을 제논의 어떤 
특정한 논증과 일치시키지 않고 있으며， 단지 양분으로부터의 논증이라는 
포괄적인 개념 아래 다른 제논의 논증들과 같은 방식의 논증이라고 말하고 

있을뿐이다 

29) 포르뛰리오스 논증이 제논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V1astos는 심플리키오 

스가 언급하는 출전 없는 자료들에 대해서， 그것은 “빈약한 근거(meager 
evidence)"이며 “후대의 어중이 떠중이 혼합물들(later pastiches)"에 불과하다 
고 비판한다. V1astos(1971), p.l2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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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도 사실은 BI-3의 단펀들만으로는 정확한 논증의 방식과 구조 

를 해석해내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보다 내용이 분명한 포 

르뛰리오스 논증을 인용함으로써 그것을 바탕으로 B 1-3 에서의 논증 

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결론적으로， 심플리키오스가 언급하는 제논의 저술이란 것은 제논 

의 논증들을 모두 담고 있는 온전한 원래의 저술이 아니며 제논의 

논증들 중 일부를， 그것도 온전한 형태가 아닌 상당히 압축되고 일부 

훼손된 형태로 전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 

다. 이미 심플리키오스의 시대는 제논의 시대로부터 천년 이상의 시 

간적 거리를 두고 있다. 따라서 문헌의 보존과 전숭이라는 것이 결코 

순탄치 않았을 것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 

3. 심플리키오스가 인용하는 단편들의 순서와 내용 

심플리키오스는 그의 주석서에서 세 단편들을 B2, B3 , Bl 의 순서 

로 서술하고 었다. DK는 이렇게 서술된 단편들에 대해서 상기와 같 

은 번호를 붙였다. 하지만 심플리키오스는 단편들을 인용하면서 그들 

이 재논의 저술 속에서 실제로 기술된 순서에 대한 주석을 덧붙이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세 단편들이 제논의 저술 속에서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었을 지를 추론할 수 있다. 그 결과는 세 단편들 

이 B2, Bl , B3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었으리라는 것이다. 이 순서는 

이미 해석자들 사이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0) 게다가 학자들은 

모두 B2 단편의 일부인 139 .l 8-19(앞으로 이 부분을 (a)라고 칭한 

다)3 1)를 B2와는 별도의 단면으로 구별하고 이것이 순서상 가장 앞서 

30) Fraenkel(1942), p.l 6이흩;t， Lee(1967), p.29, Vlastos(1971), p.119, Bames(1989), 
pp.238-239, KRS(l 983), p.268, Owen(1986), pp.47-8 

31) 이 부분은 B2의 본 논증이 제시된 이후에 그에 대한 심플리키오스의 주석 

이 있고 나서 나중에 첨언된 것이다. VI때os는 이 논증을 SI 으로 부르고 

있고(Vlastos(1971)， p.44), Fraenkel은 그의 재구성 속에서 (a)로 명칭하고 있 
는데(Fraenkel(1942)， p.l5-18), 이후의 많은 학자들이 Fraenkel의 재구성과 그 
가 붙인 논증 명칭 (a), (b), (c), (d)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펼자 
역시 139.1 8-19를 (a)로 부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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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규정은 단편의 인용자인 심플리키오스의 

진술(1 39 .1 8 ， “prodeixas")을 근거로 삼고 있다. 따라서 제논의 단편들 

은 애초에 (a), B2 , Bl , B3 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었으리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각 단편들의 내용은 디음과 같다. 우선 (a)는 “여릿의 각각이 자신 

과 같고 하나라는 근거에서 어떤 것도 전혀 크기를 갖지 않 

음'''(139 .1 8-19)을 주장한다. 그러나 심플리키오스는 이러한 결론만을 

말하고 있을 뿐 실제의 논증이 어떠한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인용이나 설명을 제시지 않고 있다. 주류 해석자들은 이 (a)가 Bl 단 

편의 마지막에서 결론으로서 제시되는 두 상반된 결과들 중 하나， 즉 

여렷의 각각이 크기가 없을 정도로 작음을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한 

다. 

B2는 다음과 같다. 

82-(1 )32) 여러 논증(epicheirëma)들을 담고 있는 자신의 책에서 그는 각 논 

증을 통해서 여렷이 있다고 말하는 자는 상반되는 것들(ta enantia)을 말하게 

된다는 점을 입증한다. 그 I논중들] 중의 한 논중이 있는데， 그 속에서 그는 

“만일 여렷이 있다면， 그것들은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다. [그것들은] 그 크기 

가 무한할 만큼 크고， 전혀 크기가 없을 만큼 작다，"33)는 것을 업중한다. 

32) 82에 덧붙인 (l), (2)등의 변호는 필자가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내용에 따 

라서 세분화한 것이다. 원래의 DK 단편 편집에는 없는 것임을 밝혀둔다. 
제논의 81 , 82, 83 단편에 대한 번역은 기본적으로 김인곤 외(2005)(제논 
단편의 번역은 김주일의 것이다)의 것을 따를 것이며， 필자가 다른 번역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필자의 번역을 수록하고 각주에서 그 
사실을 지적할 것이다. 

33) DK는 이 구절이 제논의 저술에 대한 섬플리키오스의 직접 인용인 것으로 

보아 인용부호를 사용하고 있대DK(1971)， p.256), 이와는 달리， Lee는 이 
구절이 직접인용이 아니며 81에서의 논증을 요약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본 

다(Lee(1 967(1936))， p.18, p.29). Fraenkel도 이 구절에 인용부호를 사용하지 
않는다{그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논의되지 않는다. Fraenkel(1942), 
pp.17-18). 그런데 이 구절과 거의 동일한 구절이 뒤에 제시될 81-(4)에서 
나타나며， 학자들 모두가 예외없이 이 구절을 직접 인용에 포함시키고 있 
기 때문에 논증 해석에 있어서 82-(1)의 이 구절을 직접인용으로 볼 것인 
지 말 것인지의 여부는 큰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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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이 논증에서 그는 크기도 두께도 부피도 없는 것은 있지도 못할 것임 

을 입증한다. 그는 말하기를， “왜냐하면 다른 있는 것에 그것이 보태지더라도 

그것은 다른 것을 전혀 더 크게 만들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까닭은， 어 

떤 크기도 없을 경우 그것이 보태진다고 하더라도 I보태어 갖는 쪽이l 크기에 

있어 전혀 증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다면 보태지는 것은 이미 아 

무것도 아닌 것일 것이다. 그것이 떼어내어질 때 다른 것이 조금도 더 작아지 

지 않는 한편 보태져도 [다른 것이] 전혀 커지지 않는다면 보태진 것도 떼어 

내어진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음이 분명하다." 82-(3) 제논이 이런 말을 

한 것은 하나를 부정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무한한 분할로 인해서(dia tën ep’ 

apeiroo tomën) 취해진 것 앞에는 언제나 어떤 것이 있다는 점에서 무한히 많 

은 것들 각각은 크기를 갖는다는 뭇에서이다. (a) 그는 이 점을 밝히기에 앞 

서， 여렷의 각각이 자신과 같고 하나라는 근거에서 어떤 것도 전혀 크기를 갖 

지 않음올 입증했다. 

위에서 섬플리키오스의 두 번째 인용문， 즉 B2-(2)는 B2의 본론이 

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 

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인용자인 심플리키오스 자신은 

B2-(2)가 “크기도 두째도 부피도 없는 것은 있지도 못할 것임을 입 

증’'(139.9-10)하는 논증인 것으로 이해한다. 해석자들 중에는 심플리 

키오스를 따라서 B2-(2)를 논증으로 재구성하는 자들도 있고34) 반면 

에 단지 어떤 가정을 설정하고 그것의 의미를 분석적으로 서술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자도 었다)5) 

B2-(3)은 심플리키오스가 (2)에 대해서 주석을 달고 있는 부분이 

34) Fraeokel(1942, pp.l 8-22)의 경우 B2가 논증의 형식을 갖추고는 었으나 언어 

의 애매성을 이용한 일종의 속임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Vlasto하1971 ， pp.l 20-123)는 이에 반대하면서 B2가 생략 삼단 논법을 구사 
하는 논증이라고 해석한다. 

35) Barnes(pp.240-242)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서의 내용(DK29A21= 
Lee. 00.4)을 근거로 삼아 B2에서의 ‘어떤 것이 더함으로써 다른 것을 크게 
만들지 못하고 빼냄으로써 다른 것을 작게 만들지 못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다’(명제P)에서 ‘어떤 것’은 3차원적인 입체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한 
다. 이 경우 Barnes 스스로가 인정하듯이 ‘존재한다면 크기를 갖는다’는 주 
장은 단지 명제P의 분석명제에 불과한 것이 된다. 따라서 B2는 명제P를 인 
정할 때 당연히 도출되는 결과를 기술한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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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석자들은 (3)에 대해 주목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대다수 해석자 

들에 의하면 이 (3)은 B2-(2)에 대한 주석이 아니라 Bl에서의 논증 

에 대한 주석이 되는 것이 더 적절함에도 심플리키오스가 주석의 위 

치를 부적절하게 놓고 있다고 해석되기 때문이다，36) 필자도 (3)을 Bl 

에서 제시되는 무한할 정도로 큰 크기를 입증하는 논증에 대한 주석 

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3)을 Bl 이 아니라 B2-(2)의 

뒤에 놓은 것을 부적절한 것이라고만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한다. 왜냐하면 (3)의 주석을 통해서 섬플리키오스가 B2가 Bl 의 논 

증에 있어서 전제로서의 구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 

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Bl 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B1-(1) [그는] 그 이전37)에는 같은 논중에 따라서(kata tën autèn 

epicheirësin) 그것들이 크기에 있어 [무한함을 입증했다]. B1-(2) 그는 다음을 

우선적으로 입증했다. “있는 것이 크기를 갖지 않는다면 그것은 있지도 않을 

것이다" 그가 말하기를， B1-(3) “그런데 만일 있다면 필연적으로 그 각각의 

것은 어떤 크기와 두께를 지니며， 그것파 다른 것은 또다른 것으로부터 떨 

어져 있다(apecbein autou to beteron apo tou beterou)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 

리고 동일한 논중(Iogos)이 앞선 것에 대해서도(pe찌 tou proucbontos) 있다. 

왜냐하면 저것(ekeino)l앞선 것l 역시 크기률 가질 것이며 어떤 것이 그것 

올 앞에 세울 것이기(proexei) 때문이다. 이것을 한번 말하든 계속 말하든 

똑같다(bomoion). 왜냐하면 그것의 그러한 어떤 것도 궁극적인 것(최종적인 

것， escbaton)이 아닐 것이고 어떤 것은 다른 것에 대해서만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38) B1-(4) 이처럼 여렷이 있다면 그것들은 필연적으로 작기도 하고 

36) 심플리키오스가 주석을 함에 있어서 혼동을 범하고 있다-(confused) 또는 서 

투르게 하고 있다{clumsy)는 지적에 대해서는 Fraenkel(1942), p.17의 본문， 
각주 42, 44, Vl잃tos(1959) ， p.l98, 각주 14, Solmsen(l 993), p.382, 각주 40 참 
고. 

37) B1은 심플리키오스가 B3를 인용한 직후에 바로 이어서 진술하는 단편이 

다. 여기서 “그 이전”은 B3의 논증 이전을 의미한다. 

38) 강조한 부분은 김인곤 외(2005)의 것이 아니라 필자 자신의 번역이다. 김인 

곤 외(2005)에서 김주일은 “[ ... ] 그것의 한 부분은 다른 부분과 떨어져 있을 
것이다. 그 앞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논중이 적용된다. 왜냐하면 그 

부분 또한 크기를 지니며 어떤 것이 그것 앞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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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도 할 것이다. 크기를 갖지 않을 만큼 작은가 하면， 무한할 만큼 클 것이 

다.’’39) 

이제까지 기술된 B2와 Bl 의 내용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단편 B2에서 심플리키오스의 첫 번째 인용문(139.7-10)， 즉 

B2-(1)은 Bl 단편에서의 논증이 제시된 후에 마지막 결론.40)으로서 

왜냐하면 그것의 그러한 어떤 부분도 최종적인 부분이 아닐 것이고， 한 부 
분은 다른 부분과 관련해서만 있을 것이다"로 번역하고 있다. 이러한 번역 

은 김주일 자신의 고유한 Bl 해석이 무엇인지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어 
떤 해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다. 다만 전체 번 
역문의 내용과 김인곤 외(2005)， p.6의 진술을 고려할 때 김주일의 번역은 

주류 해석 에 속하는 KRS의 것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KRS는 “autou"를 
partitive로 해석하고 있으면서도(KRS(1983)， p.267, “a part of it") “ apechein" 
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Ibid. ， p.267, “ to be 
away from the other") 그러나 “autou"를 partitive로 해석하는 것이 주류 해석 
을 따르는 것이라면 “apechein"을 ‘연장되어 나옴’으로 번역해서 주류 해석 
의 텍스트 독법을 일관적으로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 할 것이다. 물론 주류 

해석에 동의하면서도 apechein을 떨어져 있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비일관적 

이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다. Bames의 경우 Bl 의 논증 해석에 
있어서 주류 해석에 속하면서도 ‘apechein’을 “ to be separate 안om"으로 번역 
하고 있기(Bames(1989)， p,239) 때문이다. 그러나 Bames는 ‘ apechein’을 떨어 
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연속체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구별될 

수 있음’으로 해석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separate’를 사용하고 있 

다.(Barnes( 1989), p.243) 그러나 이런 식의 ‘separate’의 사용은 그 단어의 일 
반적인 의미(‘떨어져 있음’ 또는 ‘분리되어 있음’)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주류 해석에 참여하는 한에서 ’apechein’은 ‘연장되어 있음(to exended out, to 
jut out)’으로 번역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없는 것이며 더 적절한 것이 

다.(Vlastos(1 959)， p.l 59. Vlastos(1971), p.124) 따라서 KRS는 자신들의 번역 
을 정당화하는 설명을 제시했어야 했으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리고 김주일의 번역이 KRS를 따른 것이라면 그의 번역 또한 오해의 소지 

가있다. 

당연히 본문에 소개된 번역문에서의 필자의 번역은 주류 해석을 따르지 
않고 있대주류 해석에 대한 비판과 필자 자신의 대안적인 해석에 관해서 
는， 필자의 석사학위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39) 김인곤 외(2005) ， p.3 17 
때) B2-(1)에서 “상반되는 것들”로 기술된 두 결과는 Bl의 마지막 결론부 

14 1.6-8에서 Bl 에서 제시된 논증의 마지막 결론으로서 Bl-(4)에서 재서술되 
고 있다. DK도 이 B2-(I)이 Bl을 가리키는 것으로 표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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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는 내용， 즉 B 1-(4)와 동일한 것이다. B2 안에서는 이와 같은 

상반된 결과가 도출되지 않고 B1 에서의 논증을 거친 후에야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은 B2과 B1 이 연결되어 하나의 논증을 구성하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또한 B1 에서 본격적인 논증 

인 B 1-(3)가 제시되기 전에 심플리키오스가 언급하는 선행 논증， 즉 

“‘있는 것이 크기를 갖지 않는다면 그것은 있지도 못할 것임’을 입 

증”하는 논증(1 4 1.1 -2) ， 즉 B 1-(2)가 바로 B2의 두 번째 인용문， 

B2-(2)를 지시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B2가 B1 에서의 논증을 

전개하기 위한 선행 가정을 제공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B3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B3-(I) “만약 여릿이 었다면 그것은 있는 그만큼 있고 그것들보 

다 더 많지도 적지도 않다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런데 그것이 

있는 그만큼 있다변 그것은 한정되어 있을 것이다. 만약 여렷이 

있다면 있는 것들은 무한하다. 왜냐하면 있는 것들 사이에는 다 

른 것들이 언제나 있으며， 또 그것들[있는 것들과 그 사이의 다 

른 것들] 사이에는 다시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렇게 해서 있는 것들은 무한하다."41) B3-(2) 그리고 이렇게 해 

서 그는 둘로 나눔에 의해서(ek t1:s dichotomias42)) 그것I있는 

것]들이 수적으로 무한함을 입증했다.43) 

앞서 단편 B1 의 인용문의 시작 문장과 B3의 마지막 문장은 서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 두 문장을 이어서 고찰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 

은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심플리키오스는 B3와 “같은 논증을 따라서 

(kata tën autën epicheirësin)"(141.1) B1 의 논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다.(DK(1971)， p.256) 
41) 김인곤 외(2005)， p.3 16. 김주일은 여기까지가 DK29B3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지만(Ibid. ， p.3 16, 각주 16) 실제 DK의 인용은 한 문장이 더 있 
다.(DK(1971)， p.258) 따라서 본 논고에서는 DK를 따라서 인용한다. 

42) 희랍어 원문 인용은 필자의 것이다. 

43) 이 문장에 바로 이어서 B1-(I)이 진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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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고 있다. 이때의 ‘같음’은 단지 B1과 B3모두 상반된 두 결과를 

결론으로서 도출한다는 공통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심플리키 

오스는 앞서 B3을 양분으로부터(ek tes dichotomias)의 논증으로 규정 

하고 있으며 이러한 양분의 방식과 동일한 방식이라는 의미에서 B1 

의 논증을 B3와 같은 논증이라고 규정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 

기 때문이대140 .3 3-14 1.1 ).44) 

게다가 심플리키오스는 B3과 B1를 제시하고 그것틀이 공통적으로 

양분으로부터의 논증이라는 점을 지적하기에 앞서， 정확히 말한다면 

B2와 B3의 사이에 소위 포르뛰리오스 논증(139.27-140.6)이라는 것을 

덧붙인다. 이 논증은 포르팎리오스가 파르메니데스의 것으로 보고하 

고 있다. 하지만 심플리키오스는 제논의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그가 제논의 양분 논증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해하는 표본으 

로써 제시하는 논증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P_(1)45) 헌데 포르뛰리오스는 또한 양분으로부터의 논증(logos) 

이 파르메니데스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논증이1 이것I양분l으 

44) 이 런 의 미 에서 “kata tën autën"을 방식 이 나 방법 또는 논증의 과정상의 통 

일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번역들은 적절하다. Lee, p.21 , “같은 추 
론 과정에 의해서(by the same process of reasoning", KRS, p.267, “같은 논 
증 방법에 의해서(by the same method of argument)" 

45) 포르뛰리오스 논증은 DK가 직접， 간접 단편 양쪽 모두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단편이다. 따라서 이 단편에 대한 기호나 번호 표기， 번역은 필자의 
것이다. Lee, Makin, Curd 둥 상당수의 학자들은 이것을 제논의 논증에 포 
함시키고 있대Curd(2004)， p.l 73 , Lee(1936), p.22, Owen(1986), p.48, 각주 
10, Makin(1982), p.321 , Abraham(1972), p.43). 그러나 Fraenkel은 문장 스타 
일이 제논적이지 않다는 간략한 이유를 대면서 제논에의 귀속을 부정한다 

(Fraenkel(1942), p.l29, 각주 16). Vlastos는 Fraenkel을 지지하면서 보다 상세 
한 이유를 덧붙여서 포르뛰리오스 논증의 제논에의 귀속을 부정한다 
(Vlastos(l 971), pp.128-129, Vlastos(1959), p.l99). 그런데 그 이전의 다른 글 
에서(Vlastos(1967) ， p.371) Vlastos는 포르뛰리오스 논증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생성 소멸론J(316aI4-34， 325a8-12)과 연관시키면서 제논에의 귀속 가능성 
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1971 년의 논문(Vlastos(l 971)， p.128) 
에서는 포르뛰리오스 논증을 다시 『생성 소멸론」에서의 이 논증과 통일한 
방식의 것이며， 후자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에 따라 원자론자들에게 귀 

속된다는 점을 인정한다. 아마도 의견의 수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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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존재(to on)가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시도하는 것이 

라고 말한다. 그는 이렇게[다음과 같이l 썼다. P-(2) “파르메니데 

스에게는 존재하는 것(to on)은 오직 하나이며 이것은 부분들을 

갖지 않고.(ameres) 분할불가능한 것이라는 점을 양분을 통해서 

(dis tës dichotomias)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되는 다른 논중이 있 

었다. 왜냐하면， 그가 말하기를， 만일 그것[존재하는 것]이 가분 

적이라면， 둘로 양분된다고 해보자.46) {그렇게 되면 부분들의 

각각은 둘[로 나뒤고]， 그리고 이 [사태1가 항상 생겨나서， 그가 

말하길， 다음이 분명하다. }47) (A) 이제 최소의 크기를 갖는 것 

들( elachista)이고 분할 불가능한(atoma) 것들이지만 수에 있어서 

(plëthei) 무한히 많은 어떤 궁극적인(eschata) 크기들(megethë)이 

남을 것이고 전체는 수에 있어서 무한히 많은 최소 크기들로 

결합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B) 그것은 사라져버릴 것이고 

그리고 나뉘어져(분해되어， dialythësetai) 무가 될 것이며， 그리 

고 그렇게 무인 부분들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은 모두 불합리 

하다. 따라서 그것은 분할될 수 없고 하나인 채로 머물러 있다. 

P-(3) 왜냐하면 정말로.(kai gar dë)48), 그것은 모든 곳에서 동질 

적이기 때문에(homoion， homogeneous), 만일 그것이 분할가능하 

다면， 그것은 모든 곳에서 똑같이(homoiõs) 분할가능하게 될 것 

이고， 한 곳에서는 분할 가능하면서 다른 곳에서는 분할 불가능 

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이 모든 곳에서 분할되 

었다고 해보자.49) 그러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그것은 사라 

져버릴 것이 다시금(palin) 분명하다. 그리고 만일 그것이 [부분 

들로] 결합되어 있다면， 그것 역시 무[인 부분들]로 결합되어 있 

46) Lee(1967), p.13, “그러면 양분의 과정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자{then 

suppose the process of dichotomy to have taken p1ace )." 
47) 이 {}부분의 문장， “chapeita tõn [ ... ], delon, phësin，"는 실제 필사본 텍스트 
에는 존재하는 문언임에도 불구하고 Lee의 단편에서는 주석에서의 어떤 해 
설도 제시됨이 없이 생략되어 있다. 

48) 여기서부터는 선택지 (8)의 내용을 부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식 
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kai gar dë"를 “왜냐하면 정말로”로 번역하였다. 
Makin은 이런 식의 독법을 지지하면서도 P-(3)가 (8)뿐만 아니라 (에까지도 

부연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Makin(1982)， p.236, 미주 14번). 이에 대한 논 
의는 이후에 본문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49) perfect. imperative. 여 기서 강조점 이 분할의 과정 이 아니 라 결과불에 놓여 있 
다. Makin(1982), p.226. Curd(2004), p.174의 각주 121)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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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왜냐하면 I크기를 갖는] 어떤 것[부분]이 남아있다면， 아직 

모든 곳에서 나뉘어지게 된 것이 아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이것들[이러한 고찰들]로부터 존재하는 

것은 분할불가능하며 부분들을 갖지 않고 하나일거라는 것이 

분명하다. 

이상의 자료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제논 단편의 인용자인 심 

플리키오스는 분명히 제논의 여렷을 부정하는 논증들， 즉 Bl과 B3의 

논증들이 양분으로부터의 논증이라는 하나의 일정한 방식을 공유하 

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현대의 해석자들 중에서 주 

류 해석으로 묶일 수 있는 해석을 취하는 학자들은 이러한 심플리키 

오스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거나 포르뛰리오스 논증에 주목하지 않았 

다. 그러나 이후 주류 해석이 Bl에서의 논증을 오류로 해석하는 것 

에 대하여 반발한 일군의 해석자들은 포르뛰리오스 논증에 주목하기 

시작했고50) 이 논증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그와 동일한 내용을 Bl 

이 갖고 있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그들은 포르뛰리오스 논증을 통해 

서 제논의 Bl 논증을 오류가 아닌 건전한 것으로 재구성할 수 있으 

며， 주류 해석이 Bl 에서는 무한히 큰 크기만이 도출되는 것으로 해 

석하는 것과는 달리， Bl 에서의 논증으로부터 상반된 두 결론이 모두 

도출됨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m. 맺음말 

제논의 저술로부터의 직접 인용인 것으로 간주되는 논증들이 무엇 

50) 그러나 포르뛰리오스 논증이 심플리키오스 자신이 제논 논증들을 해석하는 

데 사용한 기준이 되는 논증이었다는 사실을 그들도 명시적으로 지적하지 
는 않았다. 왜냐하면 심플리키오스 자신이 포르팎리오스 논증을 기준으로 

하여 성립되는 공통적인 해석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하지 

않은 채 매우 단편적인 설명만을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에 와 

서 포르뛰리오스 논중에 주목한 자들의 해석은 섬플리키오스와는 독립적인 
해석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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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의 문제는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최초의 자 

료， 즉 심플리키오스의 출전에서부터 논쟁거리가 되어왔다는 것이 이 

상의 논의를 통해서 분명해졌다. 그리고 심플리키오스는 제논의 논증 

이 다원론뿐만 아니라 일원론 역시 공격하고 있다는 기폰의 해석에 

반대하면서， 제논이 파르메니데스의 일원론을 옹호하고 다원론을 논 

박하기 위해서 그의 논증들을 제시한 것으로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 

한 주장의 근거로서 그가 직접 인용하고 논증들이 후대에 DK29Bl 

에서 B3까지로 분류된 단편들 속에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단 

편들의 내용은 너무나 압축적이고 난해한 면이 있어서， 섬플리키오스 

가 인용하고 있는 이들 단편이 인용자인 심플키오스 자신의 주장을 

실제로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인지， 즉 다원론을 공격하고 일원론을 

논박하는 것인지조차 확실하지가 않다. 이 문제는 현대 해석자들 사 

이에서도 논쟁거리가 되어 왔다. 심플리키오스의 인용이나 해석이 부 

정확하며 그가 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심플리키오스가 제시하는 제논 논증의 해석에 대한 오늘날 학 

자들의 논의의 한 초점은 그가 플라톤의 대화편의 영향을 받아서 공 

평하지 못한 해석상의 선입견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에 모아져 있었 

다. 본 글에서의 논의는 이 문제를 중심적인 주제로 다루지는 않았 

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제논의 여릿에 대한 논증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인지를 선결 문제로서 요구하기 때문이다，51) 다만 여기서 

는 심플리키오스가 제논의 논증 인용에 있어서 참고하고 있다고 말 

하는 제논의 저술이라는 것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를 밝히고， 이를 바 

탕으로 심플리키오스의 제논 논증에 대한 주석 또는 해석이 가진 한 

계를 지적하는 데 논의의 초점이 주어져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필자 

의 대답은 심플리키오스가 참고하고 있는 자료가 온전한 제논의 저 

술의 보존물이 아니며 심플리키오스가 제논의 논증들에 대해 부여하 

고 있는 일반적 규정이나 그의 해석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 

한 대답이 중요한 이유는 심플리키오스로부터 우리가 얻어낸 단편들 

51)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독자는 필자의 석사논문을 참고해 주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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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마치 일원론과 다원론에 대한 제논의 입장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자료인 것처럼 은연중에 전제하는 기존 해석자들의 부정확한 태도를 

경계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데 있다. 

또한 여기서 인용된 단편들의 번역과 그에 관련된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제논의 여렷에 대한 논증 해석에 있어서 기본적인 논의 대상 

이 되는 텍스트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런 텍스트에 대한 가능한 

한 가지의 번역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서구 학자들의 텍스트 소개는 모두가 이미 개별 학자에 의해서 

심플리키오스의 책으로부터 발훼， 편집된 상태의 단편들을 기초로 하 

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편집된 상태의 단편들은 이미 일정한 해석을 

거쳐서 가공된 것으로써 실재의 출전에서는 어떤 맥락과 방식으로 

인용되어 있었는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는다. 반면에 본 글에서는 널 

리 통용되는 단편 분류를 준수하면서도 심플리키오스의 출전을 직접 

참고함으로써 기폰의 영어권 학자들의 저술틀로부터 얻을 수 없는 

섬플리키오스의 인용 태도나 그의 주석에 대한 보다 상세하고 정확 

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은 여렷 

에 대한 논증을 해석하는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보다 견고한 기초 

를 제공해준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논의 여릿에 대한 논증을 담은 텍스트를 소 

개하고 개괄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소위 포르뛰리오스 논 

증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여릿에 대한 논중 해석과 관련된 쟁점 

들 중의 하나라는 것 또한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본 논의 

에서는 중점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2) 

52) 이에 관련해서도 역시 필자의 석사학위논문을 참고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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